노인간호학회지 제23권 제2호, 2021년 5월
J Korean Gerontol Nurs Vol. 23 No. 2, 129-139

pISSN 2384-1877 | eISSN 2383-8086
https://doi.org/10.17079/jkgn.2021.23.2.129

한국 노인의 이혼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적응에서의 변화:
성별 차이에 초점을 두어
김윤정
한서대학교 보건상담복지학과 교수

Changes in Adaptation after Divorce over Time among Korean Older
Adults: Focusing on Sex Differences
Kim, Yun-Jeong
Professor, Department of Health, Counselling and Welfare, Hanseo University, Seosan, Korea

Purpose: The purpose was to provide basic data for intervention methods to divorced older adults in the respect
of nursing and social welfare. This research tried to verify adaptation over time after divorce among them paying
special attention to sex differences. The data for analysis were the from 2014year, 2017year, and 2019year by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research are 234 divorced persons out
of 3,198 who were 65 or over and included in the KoWePS as of 2014. Using the SPSS 21.0 version, this research
did frequency, x2 test, t-test, ANCOVA and repeated measured ANOVA. Results: First, in the short-term, females
were better in at adjusting to divorced conditions than males. Second, there was no sex difference in adaptation
after divorce over time. Rather, it was found that the effects of adaptation scores 5 years ago on the scores now
were all significant. Females were found to be able to adjust themselves over time in various areas better than
males. Conclusion: This research demonstrates that, while female seniors are able to adjust themselves to
post-divorce life better than males, males also can adjust themselves to changed conditions positively over time,
although more slowly. Moreover, the adaptation levels immediately after divorce are more important in deciding
the current levels of adaptation than sex differences. Thus, the adaptation improvement programs for divorced
adults should be given in the early stages after divorce and such programs need to be more actively developed
and supplied for male divorc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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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연령집단의 이혼율이 줄어드는 경향과는 반대이다. 한국의 조
이혼율은 2015년도 이후 2.1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노
인 이혼 건수는 2010년 대비 2018년에 대략 10배수가 증가하
여, 이혼율이 감소하고 있는 다른 연령집단과 상반되는 추이

노년기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증가추세는 다른

[1]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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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윤 정

노년기 이혼이 증가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 중 하나로는 사

보고자 한다.

회적 인식의 변화를 들 수 있다. 2020년 기준 노인의 이혼에 대

노년기 이혼 적응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남녀 간의 차이도

한 견해가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19.9%로 2018년도의

있다. 이혼 후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건강악화가 심하

23.3%보다 3.4% 감소하였고,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는 것

고[14,15], 흡연 하는 비율이 높으며[16], 삶의 만족도도 낮다

이 좋다(10.4%)’는 의견은 2018년도의 9.1%보다 1.3% 증가하

[17,18]. 또한, 이혼한 중 ․ 노년 남성은 타인에게 이혼 사실을

였다[2]. 이처럼 노년기 이혼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감추거나 대인관계에서도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 사회관계만

증가했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인식에 비해 부정적인 인식이

족도가 낮다는 연구[19-21]도 있다. 이와는 반대로, 이혼 여성

더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학문적인 관심은 노년기 이

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제한된다는 느낌을 가지며, 사

혼의 부정적인 측면에 있어왔다. 이혼자들은 신체적 ․ 정신적

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이혼에 대한 낙인 때문에 다른 사람과

건강, 경제적인 문제,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가 부정적이라는

의 관계 속에서 차별과 소외를 경험[6]하고, 경제적 어려움도

것이다. 이혼자들은 건강상의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고[3,4],

여성노인이 좀 더 심하다는 연구도 있다[5]. 더 나아가 여성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게 되며[5], 이혼에 대한 낙인 때문에 다

스트레스를 신체 증상으로 나타내고, 우울감이나 슬픔 등으로

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차별과 소외를 경험하기도 한다[6].

표현하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불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노년기 이혼 후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하다는 주장도 있다[22]. 물론 성별 차이가 없다는 주장[16,23]

결국 사회적인 차원에서 독거노인의 증가, 자살, 고독사, 무엇

도 있다. 최근에는 남녀의 사회적 역할이 비슷해지면서 결혼

보다 노인부양 등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 역

이 주는 혜택 또한 남녀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혼 후 적응

시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노인 이혼자들도 삶에 적응

에서도 남녀 간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

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긍정적

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노년기 이혼 후 적응의 차이

인 변화도 경험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한 연구는 Kim [7]의 연

는 성별에 따라 일률적이라기보다는 적응의 영역에 따라 다른

구를 제외하고는 찾아보지 못하였다. Kim [7]의 연구에서는 5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이혼 후 적응을

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한 뒤, 이혼노인의 가족관계만족도, 여

삶의 만족도나 삶의 질 등 단일 차원이 아니라, 신체적 적응,

가생활만족도, 삶의 만족도 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제적 적응, 가족관계 적응, 사회적 관계 적응, 정신적 적응

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노인 이혼자의 삶을 ‘적응’이라는 보다

등 다양한 차원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겠다. 또한, 노년기 이

중립적인 차원에서 접근해보고자 한다.

혼 후 적응의 변화를 성별의 차이에 초점을 두어 분석해 보고

그런데 그간의 연구자들이 노년기 이혼 후 적응을 긍정적

자 한다.

인 차원과 부정적인 차원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변화로 살펴

한편,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년기 이혼의 영향에 관한

보지 못한 것은 연구 데이터의 제한점과 연구방법 상의 제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Jang 등[12]와 Kim [7]의 연구가 있다.

점을 이유로 들 수 있다. 먼저, 소수를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들

먼저, Jang 등[12]는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하여 이혼과 노년기

[8-11]은 이혼 후의 삶의 특성을 심도 있게 파악하긴 하였으나

성인의 신체건강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였는데, 이혼 노인이

일반화의 문제가 있고, 양적연구들[12-23]은 횡단적 연구설계

기혼 노인에 비해 건강상태가 나쁘다는 점을 밝혔다. 이 연구

를 적용함에 따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혼 후의 삶

는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긴 하였으나,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

의 질의 차이를 밝히고는 있으나, 이혼 이후 적응의 ‘변화’에

를 밝혔다기 보다는 변수 간 관련성을 밝혔다고 볼 수 있다.

대한 단초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즉 이혼한 노인이 시간이

Kim [7]도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하여, 기혼 노인에 비해 이혼

지남에 따라 어떻게 적응해가고 있는지를 밝히지 못하였다.

노인의 삶의 질이 더 낮고, 5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한 뒤에도

‘변화’란 시간적 차원 혹은 기간적 차원이 포함되는 용어이기

여전히 이혼 노인의 삶의 질이 기혼 노인에 비해 낮았으나, 이

때문에, 이혼한 노인의 적응에서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

혼 노인의 삶의 질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고 밝혔

해서는 ‘종단적 연구설계’가 필요하고, 종단적 연구설계를 위

다. 이 논문은 이혼 노인의 삶의 질 중 영역에 따라서는 긍정적

해서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데이터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변화도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그럼에도 이

노년기 이혼 후 적응에서의 변화를 밝히기 위해서 본 연구에

혼 후 적응에서 남녀 간의 차이를 면밀히 분석하지는 못하였

서는 한국복지패널데이터 중 이혼한 노인의 데이터만을 선별

다는 제한점이 있다.

하여 이혼자의 시간 경과에 따른 적응에서의 ‘변화’를 검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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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의 설문조사를 통해 신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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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한 한국복지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노년기 이혼 이후의

율이 각각 45.7%와 46.2%로 비슷하였다. 종교가 있는 경우가

적응을 다양한 차원에서, 성별에 초점을 두어 ‘변화’를 살펴봄

62.4%였고, 대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53.4%로 절반 이상이

으로써, 이혼한 노인의 적응 변화와 이러한 변화에서 성별 간

었다.

차이가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남녀 이혼 노인의 적응을 향상
시키기 위한 간호학적 제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

3. 측정도구

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에서 선별한

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변수는 사회 인구학적 특성(성, 연령, 교육수준, 종교, 거주지),
신체적 적응변수(주관적 건강상태와 알코올의존도), 경제적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24] 2014년도, 2017년도, 2019

적응변수(가족수입만족도), 가족관계 적응변수(가족관계만

년도 데이터 중 이혼 노인의 데이터를 선별하여, 이혼 노인의

족도와 가족갈등), 사회적 관계 적응변수(사회관계만족도),

이혼 후 시간 경과에 따라 적응(신체적 적응, 경제적 적응, 가

정신건강 적응변수(우울감과 삶의 만족도)이다(Table 1).

족관계적응, 사회적관계적응, 정신건강적응)에서의 변화를

신체적 적응변수인 주관적 건강상태는 단일문항, 5점 리커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에서 성별 차이

트형(“매우 나쁘다”(1점)부터 “매우 좋다”(5점))이다. 알코

를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

올의존도는 세계보건기구의 AUDIT (Alcohol Use Disorder

음과 같다.

Identification Test) 척도 중 알코올 의존 영역과 위험한 음주

 이혼 노인의 연도별 적응 수준에서의 성별 차이는 어떠한가?

영향의 문항으로 5개 문항, 5점 리커트형(“전혀 그렇지 않다”

 이혼 노인의 시간 경과에 따른 적응 수준에서의 성별 차

(1점)부터 “항상 그렇다”(5점)) 척도이다[25]. ‘술을 마시기 시
작하면 중간에 그만 둘 수 없었던 경험, 해야 할 일을 술 때문에

이는 어떠한가?
 이혼 남녀 노인 별 시간 경과에 따른 적응 수준의 변화는
어떠한가?

하지 못한 경험, 과음을 한 다음날 해장술을 마셔야 했던 경험,
술을 마신 후에 좌절감을 느끼거나 후회한 경험, 술 마시고 필
름이 끊긴 경험’이다. 5개 문항의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다. 척도의 신뢰도인 Cronbach’s ⍺값은 2014년도와 2017년
도에는 .85이고, 2019년도에는 .83이었다
경제적 적응변수인 가족수입만족도는 단일문항, 5점 리커
트형(“매우 불만족”(1점)부터 “매우 만족”(5점)) 이다.

본 연구는 한국 노인의 이혼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적응에서

가족관계 적응변수인 가족관계만족도는 단일문항, 7점 리

의 변화를 성별 차이에 초점을 두어 밝히기 위해 한국복지패

커트형(“매우 불만족”(1점)부터 “매우 만족”(7점)) 이다. 가족

널[24]의 2014년도(9차), 2017년도(12차), 2019년도(14차) 데

갈등은 ‘가족 간의 의견충돌, 가족 간에 화가 나서 물건을 집어

이터를 이용한 종단연구이다.

던짐, 가족간에 문제를 논의함, 가족원간 자주 서로 비난함’ 등
의 5개 문항, 5점 리커트형(“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

2. 연구대상

상 그렇다”(5점)) 척도이다. ‘가족간에 침착하게 문제를 논의
한다’는 역코딩하였고, 5개 문항의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의 ‘1~14차 복지패널조사 결
합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그 중에서 2014년도 기준으로 만 60
세 이상이면서, 2014년도, 2017년도, 2019년도 모두 ‘혼인상
태’가 ‘이혼’인 노인 234명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2014년도, 2017년도 2019년도 모두 동일한 대상이다.

다. 척도의 신뢰도인 Cronbach’s ⍺값은 2014년도에는 .80,
2017년도에는 .84, 2019년도에는 .81이었다.
사회적 관계 적응변수인 사회관계만족도는 단일문항, 5점
리커트형(“매우 불만족”(1점)부터 “매우 만족”(5점))이다.
정신건강 적응변수인 우울감은 CES-D (Center for Epide-

2014년도를 기준으로 본 연구대상인 이혼한 남녀 노인 234

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을 번역하여 사용하였

명 중 남성노인은 111명(47.4%), 여성노인은 123명(52.6%)이

으며, 조사 시점 기준 지난 1주일간의 상태에 관한 질문이다.

다. 연령은 평균 72.99세였고, 초등졸 이하와 중 ․ 고등졸의 비

‘식욕이 없음, 잠을 설침, 외로움, 마음이 슬픔’ 등 11개 문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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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strument
Variables
Physical health
adaptation

Measurement
Subjective health
status

Single item, 5-point Likert
1 (not very good)-5 (very good)

Alcohol dependence

5 items, 5-point Likert
1 (nothing)~5 (almost every day)

Economic
adaptation

Income satisfaction

Single item, 5-point Likert
1 (very dissatisfied)~5 (very satisfied)

Family relations
adaptation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Single item, 7-point Likert
1 (very dissatisfied)~7 (very satisfied)

Family conflict

The combined average of 5 items of 'conflict of opinion
between family members, throwing objects, discussion,
criticism, and assault'
1 (not at all)~5 (very much)

Social relations
adaptation

Social relationship
satisfaction

Single item, 5-point Likert
1 (very dissatisfied)~5 (very satisfied)

Mental health
adaptation

Depression

CES-D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shortened questions 11 items, 4-point Likert
1 (extremely rare)~4 (almost every day)

Life satisfaction

Single item, 5-point Likert
1 (very dissatisfied)~5 (very satisfied)

점 리커트형(“극히 드물다”(1점)부터 “대부분 그랬다”(4점))

Reliability

2014 year (.85)
2017 year (.85)
2019 year (.83)

2014 year (.80)
2017 year (.84)
2019 year (.81)

2014 year (.85)
2017 year (.88)
2019 year (.87)

가구로 추출하고 있다.

척도이다[26]. ‘비교적 잘 지냄, 불만 없이 생활함’의 2개 문항

또한, 한국복지패널[24]에서는 ‘한국복지패널 구축 및 운영’

은 역코딩 하였다. 11개 문항의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에 대해서 설문조사 전에 생명윤리위원회로 부터 심사를 받고

척도의 신뢰도인 Cronbach’s ⍺값은 2014년도에는 .85, 2017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한국복지패널의 2014년도, 2017

년도에는 .88, 2019년도에는 .87이었다. 삶 만족도는 단일문

년도, 2019년도 데이터 모두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항, 5점 리커트형(“매우 불만족”(1점)부터 “매우 만족”(5점))

받았다.

이다.

5. 자료분석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SPSS/WIN 21.0 프로그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복지패널[24]의 데이터는 조사원

램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

이 직접 조사대상 패널가구를 방문하여 응답대상 가구원을 만

석을 실시하였고, 성별에 따른 연구대상의 특성 차이를 파악

나 응답자가 응답한 내용을 조사원이 기록하는 직접면접조사

하기 위해서 교차분석을 적용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파

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국복지패널의 대상은 가구단위이

악하기 위해 Cronbach’s ⍺값을 산출하였고, 단일문항의 경

며, 층화이중추출법을 이용하여 최종 패널가구를 선정한다.

우 신뢰도를 산출하지 않았다. 또한 연구문제에 따라 다음과

1단계에서는 인구센서스 90% 자료로부터 517개 조사구를 표

같은 분석방법을 적용하였고,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본으로 추출하여 가구의 소득 및 가구원의 경제활동 상태 등

 이혼 노인의 연도별 적응 수준에서의 성별 차이를 밝히기

을 조사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조사 자료로부터 일반 가구

위해서 2014년도, 2017년도, 2019년도 개별 데이터를 활

와 저소득층 가구를 각각 3,500 가구씩 총 7,000 가구를 표본

용하여 t-test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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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노인의 시간 경과에 따른 적응에서의 성별 차이를 살
펴보기 위해, 2014년도와 2019년도 데이터, 2017년도와

고, 농촌 지역에는 남성노인이 61.5%로 남성노인이 더 많았다
2

(x =6.71, p =.035).

2019년도 데이터를 각각 결합하여, 공변량분석(Analysis
of Covariance, ANCOVA)를 적용하였다. ANCOVA를

2. 이혼 노인의 연도별 적응 수준에서의 성별 차이

사용한 이유는 이혼 남녀 노인 간에 이미 존재하는 집단
간 적응 차이를 통계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이다. 예를

이혼 노인의 연도별 적응 수준에서의 성별 차이를 분석한

들면, 2014년도 주관적 건강상태 점수를 공변량으로 투

결과, 2014년도에는 4개 영역에서, 2017년도에는 3개 영역에

입하고, 2019년도 주관적 건강상태의 남녀 차이를 분석

서, 그리고 2019년도에는 2개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적응 수

하였다.

준의 차이가 유의미했다(Table 3).

 이혼 남녀 노인 별 시간 경과에 따른 적응 수준에서의 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체적 적응 영역 중 알코올의존도

화를 분석하기 위해 2014년도, 2017년도, 2019년도의 3

는 매년 남성노인과 여성노인 간의 차이가 유의미했다. 즉, 알

개 시점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적용

코올의존도는 2014년도(t=5.80, p <.001), 2017년도(t=2.82,

하였다.

p=.007), 2019년도(t=2.65, p=.012)로, 모두 남성노인이 여성
노인에 비해 높았다. 그런데 평균값을 봤을 때 남녀 간의 차이
는 2014년도에는 0.43점, 2017년도에는 0.29점, 2019년도에

연구결과

는 0.13점으로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 차이가 줄어들고 있었
다. 이는 여성노인의 알코올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1. 이혼 남녀 노인의 사회 인구학적 차이

남성노인의 알코올의존도 점수가 낮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이
남성노인과 여성노인 간에 교육수준, 종교, 거주지에서 유

었다.

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able 2). 교육수준을 보면 초등 졸 이

다음으로 가족관계 영역을 보면, 2014년도와 2017년 두 시

하는 여성노인이 67.3%로 남성노인보다 많고, 중고등 졸은 남

기 모두 남성노인의 가족갈등이 여성노인의 가족갈등에 비해

녀비율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대학교졸 이상의 학력에서는

서 높았다(t=2.31, p=.022; t=1.90, p =.049). 이와는 달리, 2017

남성노인이 68.4%로 더 많았다. 따라서 남성노인의 교육수준

년도와 2019년도 두 시기에는 모두 여성노인의 가족관계만족

2

이 여성노인에 비해 더 높았다(x =17.81, p<.001). 종교의 차

도가 남성노인의 가족관계만족도에 비해 더 높았다(t=-3.85,

이를 보면, 종교가 있는 노인 중 여성노인이 67.1%로써, 남성

p<.001; t=-2.01, p=.046). 그런데, 가족관계 영역에서의 성별

2

노인 32.9%보다 더 많았다(x =33.00, p<.001). 거주지의 차

차이 역시 평균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남

이를 보면, 대도시에는 여성노인이 60.0%로 여성노인이 더 많

성노인과 여성노인 간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었다.

Table 2. Socio-demographic Differences between Divorced Males and Females
Sex
Variables

Categories

(N=234)
Total

Man

Woman

n (%)

n (%)

n (%)

2

x (p)

Age (year)

65~69
70~79
≥80

38 (43.2)
53 (52.0)
20 (45.5)

50 (56.8)
49 (48.0)
24 (54.5)

88 (100.0)
102 (100.0)
44 (100.0)

1.55 (.462)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Middle & high school
≥College

35 (32.7)
63 (58.3)
13 (68.4)

72 (67.3)
45 (41.7)
6 (31.6)

107 (100.0)
108 (100.0)
19 (100.0)

17.81 (＜.001)

Religion

Has
None

48 (32.9)
63 (71.6)

98 (67.1)
25 (28.4)

146 (100.0)
88 (100.0)

33.00 (＜.001)

Residence

Metro city
Small and medium city
Rural area

50 (40.0)
37 (52.9)
24 (61.5)

75 (60.0)
33 (47.1)
15 (38.5)

125 (100.0)
70 (100.0)
39 (100.0)

6.71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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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ex Differences in Adaptation Level by Year of Divorced Elderly

(N=234)

Year

Categories

Sex

n

M±SD

2014

Alcohol dependence

Man
Woman

65
25

1.44±0.60
1.01±0.04

5.80 (＜.001)

Family conflict

Man
Woman

111
123

1.58±0.88
1.33±0.80

2.31 (.022)

Social relationship satisfaction

Man
Woman

109
122

3.30±0.79
3.53±0.65

-2.41 (.017)

Life satisfaction

Man
Woman

109
122

3.00±0.77
3.24±0.69

-2.46 (.031)

Alcohol dependence

Man
Woman

44
23

1.31±0.68
1.02±0.06

2.82 (.007)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Man
Woman

84
115

3.02±0.88
3.49±0.81

Family conflict

Man
Woman

86
115

1.45±0.80
1.23±0.80

1.90 (.049)

Alcohol dependence

Man
Woman

39
14

1.13±0.30
1.00±0.00

2.65 (.012)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Man
Woman

75
102

3.11±0.95
3.37±0.81

-2.01 (.046)

2017

2019

t (p)

-3.85 (＜.001)

M=Mean; SD=Standard deviation.

마지막으로 2014년도에는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과 성별에 따라 적응 수준에서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예를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t=-2.41, p=.017)와 삶의 만족도

들어 2014년도 주관적 건강상태 점수를 통제한 뒤, 2019년도

(t=-2.46, p=.031) 모두 더 높았다. 그러나 2017년도와 2019

주관적 건강상태의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년도에는 남녀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F=0.72, p =.379). 즉,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2019년도의 적
응 수준에서 ‘성’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3. 이혼 노인의 시간 경과에 따른 적응 수준에서의 성별
차이

단지, 2014년도 주관적 건강상태, 가족관계만족도, 가족갈
등, 사회관계만족도, 우울감, 삶의 만족도는 2019년도의 주관
적 건강상태, 가족관계만족도, 가족갈등, 사회관계만족도, 우

이혼 노인의 시간 경과에 따른 적응 수준에서의 성별 차이

울감,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2014

를 검증하기 위한 ANCOVA에서 두 집단 간 등분산성을 먼저

년도에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2019년도에도 주관적 건

확인하였다. Levene’s Test for Equality of Error Variances

강상태가 좋았다(F=12.48, p=.002). 그러나 2014년도 가족수

를 검증한 결과 알코올의존도를 제외한 다른 변수에서는 유의

입만족도는 2019년도 가족수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하지 않아 등분산성(Homogeneity)을 확인하였다. 주관적 건

지 않았다.

강상태(F=0.01, p =.943), 가족수입만족도(F=0.40, p =.528),

또한, 2017년도 적응점수를 통제하고 2019년도 적응 수준

가족관계만족도(F=3.19, p=.076), 가족갈등(F=1.44, p=.231),

에서의 성별 차이도 분석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어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F=0.47, p=.494), 우울감(F=3.51, p=

결과표는 제시하지 않았다.

.063), 삶의 만족도(F=2.13, p =.146)로써, 등분산성을 충족하
였다. 그러나 알코올의존도의 경우 등분산성을 충족하지 않아

4. 이혼 남녀 노인 별 시간 경과에 따른 적응 수준의 변화

(F=7.45, p=.009),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Table 4에 2014년도 적응점수를 통제한 뒤 2019년도의 적

마지막으로, 이혼 남녀 노인 별 시간 경과에 따른 적응 수준

응 수준에서의 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 결

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먼저 남성의 경우, 우울감의 시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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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ex Differences in Adaptation according to the Time after Divorce
2019 yr Adaptation
Physical
health
adaptation

Subjective
health status

Sex
2014 yr

n

M±SD

Man

77

2.73±0.97

104

2.78±0.92

Woman

Type III
sum of squares

F (p)

Partial eta
squared

Corrected model

10.54

6.31 (.002)

.07

Intercept

61.38

73.45 (＜.001)

.29

Subjective health
status_2014year

10.43

12.48 (.002)

.07

0.60

0.72 (.392)

.00

1.03

.01

Source

Sex_2014yearr
Economic
adaptation

Family
relations
adaptation

Income
satisfaction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Man
Woman

Man
Woman

75

2.68±0.84

Corrected model

102

2.70±0.87

Intercept

Social
relations
adaptation

Mental
health
adaptation

Social
relationship
satisfaction

Depression

Man
Woman

Man
Woman

Man
Woman

Life
satisfaction

Man
Woman

a

1.50

129.35

178.05 (＜.001)

.51

Income
satisfaction_2014year

1.49

2.05 (.154)

.01

Sex_2014year

0.01

0.01 (.937)

.00

a

75

3.11±0.95

Corrected model

19.82

14.84 (＜.001)

.15

102

3.37±0.81

Intercept

67.63

101.25 (＜.001)

.37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_2014yr

16.77

25.10 (＜.001)

.13

1.46

2.18 (.141)

.01

9.92

10.08 (＜.001)

.10

40.48

82.24 (＜.001)

.32

Family
conflict_2014year

9.16

18.61 (＜.001)

.10

Sex_2014year

0.28

0.57 (.453)

.00

2.99

3.05 (.049)

.03

56.31

114.97 (＜.001)

.40

Social relationship
satisfaction_2014year

2.98

6.09 (.015)

.03

Sex_2014year

0.08

0.16 (.687)

.00

Sex_2014year
Family
conflict

(N=234)

77

1.45±0.76

Corrected model

104

1.32±0.72

Intercept

75

3.48±0.74

Corrected model

102

3.49±0.69

Intercept

a

a

a

75

1.55±0.54

Corrected model

10.15

16.30 (＜.001)

.16

102

1.67±0.65

Intercept

11.52

36.98 (＜.001)

.18

Depression_2014year

9.55

30.67 (＜.001)

.15

Sex_2014year

0.63

2.03 (.156)

.01

6.62

7.79 (.001)

.08

56.88

133.93 (＜.001)

.44

Life
satisfaction_2014year

5.17

12.17 (＜.001)

.07

Sex_2014year

0.66

1.55 (.215)

.01

75

3.16±0.66

Corrected model

102

3.34±0.68

Intercept

a

M=Mean; SD=Standard deviation.
2

른 변화가 유의하였다. 구형성 검정을 충족하였고(W=.99, x =

ferroi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2014년도와 2017년도의 우울

1.26, p =.533), 구형성 가정 값이 유의하여(F=3.75, p=.026) 시

감의 차이는 유의하였으나, 2014년도와 2019년도, 2017년도

간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

와 2019년도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2014년도 남성

느 구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Bon-

의 우울감(M=1.68, SD=0.58)에 비해 2017년도 우울감(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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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hanges in Adaptation Level of Divorced Elderly according to Sex

(N=234)

Type III
sum of squares

Mean
squared

F (p)

Bonferroi's
posthoc

1.68±0.58
1.51±0.49
1.55±0.54

1.18

0.59

3.75 (.026)

a＞b

102
102
102

3.25±0.87
3.52±0.82
3.37±0.81

3.59

1.79

3.76 (.025)

a＜b

102
102
102

1.67±0.48
1.51±0.49
1.67±0.65

1.77

0.88

4.80 (.009)

a＞b
b＜c

Sex

Categories

Year

n

M±SD

Man

Depression

2014a
b
2017
2019c

75
75
75

Woman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2014a
b
2017
2019c

Depression

2014a
b
2017
2019c

M=Mean; SD=Standard deviation.

1.51, SD=0.49)이 낮아졌으나, 2017년도에 비해 2019년도의

인에 비해 더 잘 적응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성별 차이는 이혼

우울감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관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줄어들었다. 따라서 이혼한 남성노

적 건강상태, 알코올의존도, 가족수입만족도, 가족관계만족

인도 여성노인에 비해서는 느리지만 적응을 하고 있었다. 즉,

도, 가족갈등,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시간에

2014년도에는 알코올의존도, 가족갈등, 사회적 관계 만족도,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Table 5).

삶의 만족도에서 성별 간 차이가 유의했고, 2017년도에는 알

다음으로 여성의 경우, 가족관계만족도와 우울감에서 시간

코올의존도, 가족관계만족도, 가족갈등에서, 그리고 2019년

에 따른 변화가 유의미하였다. 가족관계만족도의 변화를 보면,

도에는 알코올의존도와 가족관계만족도에서 성별 간에 유의

2

구형성 검정을 충족하였고(W=.97, x =2.82, p =.244), 구형성

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 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만을 두고 볼

가정 값이 유의하여(F=3.76, p=.025) 시간에 따른 가족관계만

때는 횡단적 연구설계를 통해서 이혼 후 남녀 간의 차이에 주

족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Bonferroi 사후 검정을 실시

목했던 선행연구[13,14,16,17]의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그러

한 결과, 2014년도와 2017년도의 차이는 유의하였으나, 2014

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남녀 간의 차이가 유의한 영역의 개수

년도와 2019년도, 2017년도와 2019년도 간의 차이는 유의

가 감소하였고, 변수의 평균값을 봤을 때도 남성노인과 여성

하지 않았다. 즉, 2014년도 여성의 가족관계만족도(M=3.25,

노인 간의 차이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

SD=0.87)에 비해 2017년도 가족관계만족도(M=3.52, SD=

녀 간의 차이는 있으나 한국의 이혼 노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

0.82)가 높아졌으나, 2017년도에 비해 2019년도의 가족관계

라 이혼 후의 상황에 적응하고 있었다. 단지, 이혼 후 남성노인

만족도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이 여성노인에 비해 더디게 적응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혼

우울감의 변화를 보면, 구형성 검정을 충족하였고(W=.97,

초기부터 이혼한 남성노인에 대한 집중적인 상담 및 돌봄 등

2

x =2.62, p=.264), 구형성 가정 값이 유의하여(F=4.80, p=.009)

을 통해 이혼 후의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는

시간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Bonferroi 사

점을 제안한다.

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2014년도와 2017년도, 2017년도와

둘째, 이혼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적응 수준에서의 성별 차이

2019년도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014년도 여성의 우울

를 분석한 결과, 성별 차이가 없었다. 2014년도 적응점수를 통

감(M=1.67, SD=0.48)에 비해 2017년도 우울감(M=1.51, SD=

제한 상태에서 2019년도 적응점수에서의 성별 차이는 유의하

0.49)이 낮아졌으나, 2017년도에 비해 2019년도의 우울감

지 않았고, 오히려 2014년도 적응점수가 2019년도 적응점수

(M=1.67, SD=0.65)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혼 노
인의 적응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혼 초기의 노인을

논

의

대상으로 적응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
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첫째, 연도별로 이혼 후 적응에서 남성노인과 여성노인간

그간 이혼에서 남녀 간의 차이에 주목한 연구들[13,14,16,

의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이혼 후 여성노인이 남성노

17]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결혼이 주는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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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한 적응에서 남성이 불리하다는 해석을 하였었다.

감이 감소할 수 있으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혹은 이혼 후

결혼으로 인해 남성은 여성에 비해 배우자로 부터 정서적 지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다양한 상황적 어려움으로 우울감이 증

지를 더 받고 건강관리(예를 들어, 식사, 가사, 흡연이나 음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장기간의 추적 조사와 돌봄

같은 문제 행동 억제 등)를 받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 이러한

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한다.

역할을 해주는 아내가 없기 때문에 남성이 이혼 후 적응이 낮
다는 해석을 해 왔다. 그러나 노년기 이혼에 대한 긍정적 사회

결론 및 제언

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며[2], 젊은 세대만이 아니라 중년세
대에서도 남녀 간 가사노동 시간의 차이가 감소하고 있고[27],

본 연구는 이혼 노인의 이혼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적응에서

남녀의 사회적 역할 및 결혼이 주는 혜택이 유사해지고 있음

의 변화를 살펴보되,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파악함으로써 이

을 주목[15]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요인들의 상호작용과 더

혼한 남녀 노인의 특성에 적합한 간호학적 중재방안을 위한

불어, 노년기는 자녀의 독립으로 부와 모의 역할로부터 물러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결과,

나 있기 때문에, 이혼 후 적응에서 남녀 간의 차이가 두드러지

이혼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는 적

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응하고 있으나, 남성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느리지만 긍정

결과가 다른 연령집단에서도 유사한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

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적응은 남성이냐, 여

다. 신혼기와 자녀의 영유아기, 자녀의 아동 ․ 청소년기, 자녀

성이냐의 문제보다는 이혼 초기의 적응 수준이 현재의 적응에

의 진수기(빈둥지 시기) 등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모의 역할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무엇보다 본 연구

과 부부의 역할이 달라지고 자녀의 양육 문제 및 결혼이 남성

에서는 종단적 자료를 통해 이혼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적응에

과 여성에게 주는 혜택이 달라질 것이고, 같은 맥락에서 이혼

서 성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다는 점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후의 적응에서도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있다. 따라서 이혼 후 노인의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 정

셋째, 남녀 노인별로 시간 경과에 따른 적응의 차이를 분석
한 결과,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좀 더 다양한 영역에서

책은 ‘이혼 초기’에 집중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로의 빠른
복귀와 적응을 도울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적응의 변화를 겪고 있었다. 즉, 우울감을 제외하고는 여성노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이혼 시기와 이혼 횟수를 고려하지

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여러 영역에서 적응 수준이 향상되고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2014년도, 2017년도, 2019년도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 2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세 시점에서 모두 이혼 상태인 동일 노인을 선별하였으나,

첫째는 이혼을 먼저 제안 혹은 주도한 사람이 이혼 이후 적응

2014년도 이전 어느 시기에 이혼을 하였는가를 통제하지 못했

을 더 잘한다는 점이다[28]. 노년기 이혼은 여성이 이혼을 주

기 때문에, 이혼 년차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데이터상의 제

도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29], 이혼을 제안한 여성은 정

한점으로써, 향후의 연구에서는 이혼한 시점과 이혼 횟수를

신적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응에 유리할 수 있다는 해석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로 분석을 한다면 좀 더 의미 있는 결과

이 가능하다. 둘째는 이혼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경제적 수준

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초혼

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보상이 있다는 점이다[28]. 이혼

-이혼, 재혼-이혼, 이혼-동거, 이혼-새로운 만남 등 관계적인

이 주로 남편의 외도, 악의적 유기, 학대 등으로 객관적인 결혼

측면도 통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29], 이혼 이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혼한 남성노인과 여성노인

후 심리적 안정감과 보상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여성노인

간에 교육수준, 종교, 거주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

이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 이러한 차이가 본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나 본 연

그럼에도 2017년에 비해 2019년도에 여성노인의 우울감이

구에서는 연구방법론상의 제한점으로 이 변수들의 영향력을

증가되었다는 점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경향은 좀 더

통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

분석해서 밝혀야 할 부분이나, 연령 증가에 따른 우울감의 증

려한 연구모델과 통계분석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

가[30]로 해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혼 여성노인의 우울감

안한다.

과 관련해서는 장기간 추이를 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
다. 이혼 직후 혹은 이혼 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는

CONFLICTS OF INTEREST

결혼생활이나 이혼 과정에서의 스트레스의 감소로 인해 우울

The author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Vol. 23 No. 2, 2021

137

김 윤 정

AUTHORSHIP

Japan. Japanese Culture Research. 2018;67:293-330.

Study conception and design acquisition - KY-J;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the data - KY-J; Drafting and critical revision (or
review) of the manuscript - KY-J.

https://doi.org/:10.18075/jcs..67.201807.293
12. Jang EK, Choi HJ. Divorce and physical health among older
individuals - self-esteem and depressive symptoms as mediators and sex as a moderated mediator. Journal of Korean

ACKNOWLEDGEMENT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20S1A5A2A01046650).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019;37(3):55-72.
https://doi.org/: 10.7466/JKHMA.2019.37.3.55
13. Cha SH. Influence of senescent marriage conflicts on divorce
behaviors: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utilization of social
resources and problem-solving ability [dissertation]. [Suwon]:

REFERENCES

Kyonggi University; 2005. 110 p.
14. Kawaguchi H, Koike S. Association between the density of

1. Statistics Korea. 2019 marriage and divorce statistics [Inter-

physicians and suicide rates in Japan: nationwide ecological

net]. Daejeon: Statistics Korea; 2021 Jan 27 [updated 2021 Jan

study using a spatial bayesian model. PLoS ONE. 2016;11(2):

27; cited 2021 Jan, 27]. Available from: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
?idx_cd=1579

e0148288. https://doi.org/10.1371/journal. pone. 0148288
15. Shostak AB. Japan's approach to aging and dying. The Futurist. 2007;41(5):8-15.

2. Statistics Korea. 2020 senior citizen statistics [Internet]. Daejeon:

16. Jang EK, Choi HJ. Association between divorce and physical

Statistics Korea; 2021 Jan 27 [updateted 2020 Sep 8; cited 2021

health in middle age: gender difference in the mediating effect

Jan, 27]. Available from:

of family/social relationship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

an Family Relations. 2019;24(1):23-43.

?bmode=read&aSeq=385322

https://doi.org/10.21321/jfr.24.1.23

3. Zick CD, Smith KR. Marital transitions, poverty, and sex dif-

17. Guven C, Senik C, Stichnoth H. You can't be happier than your

ferences in morta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wife, happiness gaps and divorce: happiness gaps and divorce.

1991;53(2):327-36. https://doi.org/10.2307/352902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2012;82(1):

4. Lillard LA, Waite LJ. Til death do us part: marital disruption
and mortali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995;100(5):
1131-56. https://doi.org/10.1086/230634
5. Brake E. After marriage: rethinking marital relationship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170 p.
6. Kitson GC, Morgan LA. The multiple consequences of divorce: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1990;52(4):
913-24. https://doi.org/10.2307/353310
7. Kim, YJ. Panel analysis on the changes in the quality of life of
the divorced elderly. Elementary Education Online. 2021;20
(3):1328-34. https://doi.org/10.17051/ilkonline.2021.03.112

110-5. https://doi.org/10.1016 /j.jebo.2012.01.003
18. Naoi T. Assisting post divorce parental relationships in Japan:
learning from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dissertation].
[San Francisco]: Aliant International University; 2006. 105 p.
19. Roh JJ, Kang KJ. The "standing alone" process of divorced
single fathers. Korea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2012;16(2):145-63.
20. Byun W, Baek KH, Kim HJ. A study on the change of Korean
family and the role and status of females. Women's Studies
Forum. 2002;18:125.
21. Choi JK, Lee KH. Essence and significance of life-world ex-

8. Moon JH, Kim ER, Park YG, Kim MR. Qualitative case study

perience of fathers from divorced low-income single parent

on elderly women's initial adaptive experiences after divorce:

families. Korean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in Social

focused on the first two years after divorce. The Korean Jour-

Welfare. 2015;9(2):5-30.

nal of Family Welfare. 2014;19(4):693-713.
https://doi.org/10.13049/kfwa.2014.19.4.693

https://doi.org/10.22867/kaqsw.2015.9.25
22. Kiecolt-Glaser JK, Newton T, Cacioppo JT, MacCallum RC,

9. Ryu SH, Jung MJ. A study on decision making processes of

Glaser R, Malarkey WB. Marital conflict and endocrine func-

twilight divorce: grounded theory. Journal of Korean Home

tion: are men really more physiologically affected than wo-

Management Association. 2017;36(2):54-71.

m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996;

https://doi.org/:10.7466/JKHMA.2018.36.2.54

64(2):324-32. https://doi.org/10.1037/0022-006x.64.2.324

10. Lee HS. A case study on the elderly woman who has divorced.

23. England P. The case for marriage: why married people are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Welfare. 2015;68:85-106.

happier, healthier, and better off financially. Contemporary

https://doi.org/10.21194/kjgsw..68.201506.85

Sociology. 2001;30(6):564-5.

11. Lee HS. The adaptation process of the elderly men after elderly divorce: based on the elderly divorce studies in Korea and

138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https://doi.org/10.2307/3088984
24. Korea Welfare Pannel Study. Survey design [Internet]. Sejong:

한국 노인의 이혼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적응에서의 변화: 성별 차이에 초점을 두어
Korea Welfare Pannel Study; 2021 Feb 5 [updated 2021 Feb 5;
cited 2021 Feb 5]. Available from:
https://www.koweps.re.kr:442/main.do
25. Choi EJ, Kang EJ, Kim NY, Kim KN, Park MH, Lee NH. 3rd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internet]. Sejong: KIHA
SA; 2006 [updateted 2010 Nov 9; cited 2021 April 7]. Available
from: http://repository.kihasa.re.kr /handle/201002/1523
26. Kohout FJ, Berkman LF, Evans DA, Cornoni-Huntley J. Two
shorter forms of the CES-D depression symptoms index. Jour-

2021;25(1):47-61.
https://doi.org/10.22626/jkfrma.2021.25.1.004
28. Andre HJ, Bröcke M. Income and life satisfaction after marital
disruption in German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2007;
69:500-12. https://doi.org/10.1111/j.1741-3737.2007.00379.x
29. Moon HS, Kim DS. A case study on the process of post-divorce
adjustment.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2000;38(3):
99-120.
30. Lee HJ. Longitudinal changes in depression in older adults:

nal of Aging and Health. 1993;5(2):179-93.

differences across age groups and risk factors. Korean Journal

https://doi.org/10.1177/089826439300500202

of Gerontological Welfare. 2013;61:291-318.

27. Lee HA. Trends in the change of household labor in the mid-

https://doi.org/10.21194/kjgsw.61.201309.291

dle-aged.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Vol. 23 No. 2, 2021

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