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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orrelations among perceived health status, stress, daily
life changes, physical distancing, depression, and to determine associated fctors of depression fo older adults
in COVID-19.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on 42,448 persons aged 65 years and above who
participated in the 2020 Community Health Survey Data analysis was done with SAS 9.4. Results: The factors
related to depression of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were gender (β=.04, p<.001), age (β=.07, p<.001),
education (β=-.04, p<.001), monthly household income (β=-.02, p<.001), depressive symptoms (β=.27,
p<.001), unmet healthcare needs (β=-.08, p<.001), households (β=.02, p<.001), perceived health status (β=.21,
p<.001), stress (β=-.26, p<.001), daily life changes (β=-.03, p<.001), and physical distancing (β=-.02, p<.001).
The descriptive power of this regression model was 31%. Conclusion: Treatment and education for diseases and
depression should be provided to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to prevent and manage their depression. In
particular, nursing interventions are needed to improve depression in the older adults. Health care programs such
as reducing stress and maintaining daily activities while maintaining good health should also b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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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의한 호흡기 증후군으로 2021년 9월 기준으로 전 세계 확진자
수는 2억 4천 974만 5천명, 사망자 수는 529만 9천명이며, 우
리나라 확진자 수는 약 255,401명, 사망자 수는 2,292명으로
이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의 10명 중 8명은 65세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빠른 속도로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는 신종 감염
병 대유행을 선언하였다[1]. 코로나19는 SARS-CoV-2 감염에

상 노인으로 나타났다[2]. 이와 같이 노인은 코로나19 시대에
매우 취약한 대상이다.
코로나19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긴 비말을 통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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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되거나 COVID-19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이

와 격리로 인해 지역사회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의 감소, 신체

나 코, 입을 만짐으로써 감염이 되며,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활동 감소, 종교활동, 사적모임과 같은 전반적인 활동의 많은

있으나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경증을 보인다[2,3]. 그러

제한이 있어 신체적, 사회적으로 나아가 정신적으로도 부정적

나 65세 이상의 고령자 및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 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시대에

성 폐쇄성 폐질환 등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중증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불안, 스트레스, 일상생

폐렴이나 사망에 이르는 등 매우 심각한 신종 호흡기질환으로

활 활동 등이 보고 되어 있다[5,6,8-10]. 그러나 노인을 대상으

고위험 감염병이다[3]. 코로나19는 다른 사람과의 대면 접촉을

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 일상

제한하는 것이 COVID-19 바이러스 전파와 확산을 줄이는 가

생활 변화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상관관계 연구는 부족한

장 좋은 방법으로 예방접종, 마스크, 손씻기 등의 기본 방역수

실정이며 이것이 코로나19 시대 지역사회 노인의 우울에 어떤

칙 준수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다[4]. 그러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노인들은 갑작스럽게 외부환경과 차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대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초자료

단됨으로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 직장과 같은 사회적 관계의

를 제공하고자 65세 이상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중단이 발생하며, 이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고립감 나아가

19 시대의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 일상생활 변화와 사회

우울, 불안 등을 경험하게 된다[5]. 이와 같이 코로나19 확산 방

적 거리두기 현황을 파악하고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자 한다.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은 노인들의 정신건
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6].

2. 연구목적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노인들은 외출과 일상적인 활
동에 있어서 많은 제한을 경험하고 이로 인한 우울이 증가하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시대 지역사회 노인의 우울에

는 것으로 나타났다[7]. 특히 노인들은 감염 고위험군으로 분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류되면서 COVID-19 바이러스 노출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

같다.

고, 청소년, 성인 등 인구집단에 비해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지역사회 노인의 일반적 특성,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

이 커서 자의적, 타의적으로 일상생활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

스, 일상생활 변화, 사회적 거리두기와 우울의 정도를 파

다[8,9]. 하지만 물리적 환경의 차단이 감염병 확산에는 효과

악한다.

적인 방법이기는 하나 사회활동의 차단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
의 단절은 심리적 거리감을 증가시켜 노인들은 외로움, 두려
움, 불안, 우울 등을 경험하고 있어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기 위
한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9,10].
건강은 질병이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

 지역사회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확인
한다.
 지역사회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 일상생활
변화, 사회적 거리두기와 우울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
 지역사회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한다.

적 안녕(well-being)을 이룬 상태이다[1]. 건강을 반영하는 지
표인 주관적 건강상태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좋다’ 또는 ‘나

연구방법

쁘다’ 등의 평가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대한 개인의
포괄적인 인식이다[11]. 주관적 건강상태는 신체적 질환으로

1. 연구설계

인한 일상생활에서의 제한과 정서적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어
개인의 생활양식뿐만 아니라 유병률, 사망률, 안녕상태를 예

본 연구는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65

측할 수 있어 개인의 건강상태 평가 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

세 이상 지역사회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는 지표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11]. 주관적 건강상태는

위한 이차자료분석 연구이다.

객관적 건강수준과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일상생활 수행능
력, 우울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11,12] 노인의 주관적 건

2. 연구대상

강상태와 우울의 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국외의 선행연구[13]에서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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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nity Health Survey, CHS) 원시자료를 이용하였다. 지역

은 ‘무학’, ‘초등학교 졸업 이상’, ‘중학교 졸업 이상’으로 재분

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지역

류하였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만원 미만, 100~199만원,

건강 통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매년 전국

200~299만원, 300만원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우울경험은 ‘있

보건소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사로 건강행태, 이환, 미충족 의

다’, ‘없다’로 구분하였다. 미충족 의료는 ‘최근 1년 동안 진료

료와 사회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개인 및 지역 단위에서의

또는 검사가 필요한 적이 있었으나 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건강 관련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목표 모집단은 2020년 7

로 ‘예’, ‘아니오’로 분류하였다. 가구유형은 독거노인과 가족

월 기준으로 전국 시 ․ 군 ․ 구에 거주하며, 조사 대상은 조사시

동거 노인으로 구분하였다.

점에 선정된 표본가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다.
표본추출은 1차로 통 ․ 반/리 내 주택유형별 가구 수를 기준으

2) 우울

로 표본지점을 추출하고, 2차는 계통추출법으로 최종 표본가구

우울은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으로 측

를 선정하는 복합 표본설계이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2020년 8

정하였으며[14], 이 도구는 9개 문항으로, 최근 2주 동안 얼마

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훈련된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나 이러한 문제를 자주 겪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PHQ-9

방문하여 18개 영역의 142개 문항이 탑재된 노트북으로 대상

는 우울증 선별도구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 검진

자와 1:1 면접방식(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

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혀 아니다’ 0점에서 ‘거의 매일’

ing)으로 실시하였다.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참여한 자

3점으로 구성된 4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

229,269명 중 65세 노인은 72,812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문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항에 결측치가 있는 30,364명을 제외한 42,448명을 최종 분석
에 이용하였다(Figure 1).

3)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는 ‘평소에 본인의 건강은 어떻다고 생각
하는가’를 묻는 단일문항으로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
쁨’, ‘매우 나쁨’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매우 나
쁨’ 1점에서 ‘매우 좋음’ 5점으로 이루어진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음을 의미한다.
4)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
끼고 있습니까?’라고 묻는 단일문항으로 ‘대단히 많이 느낀
다’, ‘많이 느끼는 편이다’, ‘조금 느끼는 편이다’, ‘거의 느끼지
않는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거의 느끼지 않는
다’ 1점에서 ‘대단히 많이 느낀다’ 4점으로 이루어진 4점
Likert 척도로, 이는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Figure 1. Process of participants selection.

5) 일상생활 변화
일상생활 변화 도구는 ‘코로나19 유행 이전의 일상생활 상

3. 연구도구

태를 100점이라고 하고 일상생활이 완전히 정지된 것을 0점
으로 하여 현재의 상태는 몇점입니까?’에 대한 문항으로 점수

1) 일반적 특성

가 높을수록 일상생활 변화가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월평균 가
구소득, 우울경험, 미충족 의료, 가구유형을 선정하였다. 연령
은 65~74세, 75~84세, 85세 이상으로 분류하였고, 교육수준

6)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파악하기 위한 도구는 최근 1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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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사람 간 건강거리 유지하기’, ‘병문안 자제하기’, ‘외출,

181.10±180.51원이었으며, 우울경험이 있는 경우가 2,141명

모임, 행사 자제하기’, ‘모임을 갖지 않더라도 가족이나 가까

(5.0%), 없다는 경우가 40,307명(95.0%)이었다. 미충족 의료

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하기’로 실천을 묻는 4문항으로 구성되

가 있는 경우가 1,793명(4.2%), 없는 경우가 40,655명(95.8%)

어 있다. 이 도구는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해당없

이었다. 가구유형은 독거노인인 경우가 11,607명(27.3%), 가

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도구는 최근 1주일 동안 사회적

족동거 노인이 30,841명(72.7%)이었다(Table 1).

거리두기 실천에 대한 질문으로 ‘해당없음’은 제외하고 분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렇지 않다’ 1점, ‘그렇다’ 2점, ‘매우
그렇다’ 3점으로 이는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2.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 일상생활 변화,
사회적 거리두기 및 우울 정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 일상생활 변화, 사회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적 거리두기, 우울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주관적 건
강상태는 5점 만점에 평균 2.92±0.92점, 스트레스 정도는 4점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자료수집을 실시하기 전에 모든 조사

만점에 평균 3.26±0.73점, 일상생활 변화 정도는 100점 만점

대상자에게서 조사와 관련하여 사전 동의서를 받았으며, 조사

에 59.20±24.10점, 사회적 거리두기 정도는 3점 만점에 2.54±

에 사용된 도구와 조사과정은 질병관리청의 의학연구윤리심

0.48점, 우울 정도는 4점 만점에 평균 1.20±0.40점으로 나타

의위원회의 승인 후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질병관리청 원시

났다.

자료 공개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면서 개인 식별정보
가 삭제된 익명화된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은 성별(t=-28.44, p<.001),

5. 자료분석

연령(F=231.94, p <.001), 교육수준(F=230.35, p <.001), 월평
연구자료는 SAS 9.4 program (SAS Institute Inc. Cary,

균 가구소득(F=218.85, p<.001), 우울경험(t=41.85, p<.001),

NC,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미충족 의료(t=21.66, p <.001), 가구유형(t=-18.17, p<.001)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 일상생활 변화, 사회적 거리두기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3).

와 우울 정도는 서술적 통계분석을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과 우울의 차이는 복합표본 t-test, ANOVA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고, 사후 검정은 Scheffé test로 하였다. 주관적

4.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 일상생활 변화,
사회적 거리두기와 우울의 관계

건강상태, 스트레스, 일상생활 변화, 사회적 거리두기와 우울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 일상생활 변화, 사회

였다. 연구대상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적 거리두기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우울은 건강상태(r=-.04,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에서는 지역사회

p<.001), 일상생활 변화(r=-.07, p<.001), 사회적 거리두기

건강조사의 표본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r=-.04, p<.001)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우울과 스트레스(r=.01, p=.004)는 유의한 양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5. 대상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 남성은 17,841명(42.0%), 여성은 24,607명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독립변수 간에 다중 공선성을 분

(58.0%)이었고, 연령은 평균 73.89±6.37세였다. 교육수준은

석하여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는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

무학이 9,921명(23.4%), 초등학교 졸업이 14,229명(33.5%), 중

인자 값은 1.01~2.32로 기준치인 10을 넘지 않아 다중 공선성

학교 졸업 이상이 18,298명(43.1%)이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의 위험은 없었다. 잔차 독립성 검증을 위해 Durbin-Wat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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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구한 결과 1.62로 나타나 자기 상관이 없어 회귀분석 결
과는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
해 단변량 분석에서 차이가 있었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월평
균 가구소득, 우울경험, 미충족 의료와 가구유형을 더미처리하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42,448)
Characteristics

Categories

Gender
Age (year)

Education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0 won)

여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 일상생활 변화와 사회적 거리

n (%) or M±SD

두기와 함께 회귀모형에 투입하였다. 그 결과 성별, 연령, 교육

Male
Female

17,841 (42.0)
24,607 (58.0)

수준, 월평균 가구소득, 우울경험, 미충족 의료, 가구유형, 주

65~74
75~84
≥85

23,912 (56.3)
15,562 (36.7)
2,974 (7.0)
73.89±6.37

Illiteracy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9,921 (23.4)
14,229 (33.5)
18,298 (43.1)
14,993 (35.3)
12,311 (29.0)
6,511 (15.3)
8,633 (20.3)
181.10±180.51

＜100
100~199
200~299
≥300

Depressive
symptoms

Yes
No

2,141 (5.0)
40,307 (95.0)

Unmet healthcare
needs

Yes
No

1,793 (4.2)
40,655 (95.8)

Households

Living alone
Living with family

11,607 (27.3)
30,841 (72.7)

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 일상생활 변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가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
었다. 이 변인들은 우울을 약 31%를 설명하였다(F=1196.94,
p<.001). 즉 대상자의 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울경험이었으며, 스트레스, 주관적 건강상태, 미충족 의료,
연령, 성별, 교육상태, 일상생활 변화, 월평균 가구소득, 가구
유형, 사회적 거리두기 순으로 확인되었다(Table 5).
Table 2. Degrees of Perceived Health Status, Stress, Daily Life
Changes, Physical Distancing and Depression
(N=42,448)
Variables

M±SD

Min

Perceived health status

2.92±0.92

1

5

Stress

3.26±0.73

1

4

59.20±24.10

0

100

Physical distancing

2.54±0.48

1

3

Depression

1.20±0.40

1

4

Daily life changes

Table 3. Differences of Depress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Gender

Male
Female

Age (year)

Max

(N=42,448)
Depression

M±SD

t or F

p

1.18±0.29
1.27±0.30

-28.44

＜.001

65~74
75~84b
≥85c

1.20±0.31
1.26±0.36
1.32±0.42

231.94

＜.001
a＜b＜c

Education

Illiteracyc
b
Elementary school
a
≥Middle school

1.31±0.40
1.24±0.34
1.19±0.29

230.35

＜.001
a＜b＜c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0 won)

＜100d
c
100~199
200~299b
≥300a

1.29±0.39
1.22±0.32
1.19±0.29
1.18±0.28

218.85

＜.001
a＜b＜c＜d

Depressive symptoms

Yes
No

1.78±0.64
1.20±0.29

41.85

＜.001

Unmet healthcare needs

Yes
No

1.49±0.51
1.22±0.32

21.66

＜.001

Households

Living alone
Living with family

1.28±0.38
1.21±0.32

-18.17

＜.00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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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among Depression, Perceived Health Status, Stress, Daily Life Changes, Physical Distancing and Depression
(N=42,448)
Variables

Perceived
health status

Stress

Daily life
changes

Physical
distancing

Depression

r (p)

r (p)

r (p)

r (p)

r (p)

Perceived health status

1

Stress

-.22 (＜.001)

Daily life changes

-.02 (.002)

.11 (＜.001)

1

Physical distancing

.34 (＜.001)

-.37 (＜.001)

-.06 (＜.001)

1

-.04 (＜.001)

.01 (.004)

-.07 (＜.001)

-.04 (＜.001)

Depression

1

1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Depression

(N=42,448)

Variables

B

SE

t

p

(Constant)

1.67

.02

87.27

＜.001

Sex (ref. Male)

0.02

.00

.04

8.40

＜.001

0.03
0.09

.00
.01

.05
.07

11.13
15.39

＜.001
＜.001

β

Age (year) (ref. 65~74)

75~84
≥85

Education (ref. Illiteracy)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0.02
-0.02

.00
.00

-.02
-.04

-4.33
-5.61

＜.001
＜.001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0 won) (ref.＜100)

100~199
200~299
≥300

-0.02
-0.02
-0.02

.00
.01
.00

-.02
-.02
-.02

-3.96
-3.47
-4.18

＜.001
＜.001
＜.001

0.42

.01

.27

64.49

＜.001

-0.16

.01

-.08

-19.54

＜.001

Households (ref. Living alone)

0.02

.00

.02

5.04

＜.001

Perceived health status

0.08

.00

.21

46.99

＜.001

-0.12

.00

-.26

-60.74

＜.001

0.00

.00

-.03

-6.31

＜.001

-0.02

.00

-.02

-5.41

＜.001

Depressive symptoms (ref. No)
Unmet healthcare needs (ref. No)

Stress
Daily life changes
Physical distancing

2

R =.31, F=1196.94, p＜.001

논

의

[15]에서 보고한 2.75점보다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선행연구
[15] 대상자의 특성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

본 연구는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코로

로 추측된다. 선행연구[15]의 대상자는 이혼한 한국노인으로

나19 시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주관적 건

이혼으로 인한 정서적 지지 부족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부정적

강상태, 스트레스, 일상생활 변화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울

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의 우울

생활 참여 감소로 인해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건강상태나 질병

감소를 위한 간호중재를 개발하고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한 기

이 나빠질 수 있으므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진하고, 건강상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태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심리상담 서비스, 신체활동 증진 프

본 연구에서 대상자가 지각한 주관적 건강상태 정도는 5점
만점에 2.92±0.92점으로 한국노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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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0.73점으로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방법으

연구[20]의 평균 0.45점(4점 만점)보다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로 표집을 하여 스트레스를 파악한 선행연구[16]의 1.87점보

선행연구[20]와 본 연구의 자료수집 시기가 영향을 미쳤을 것

다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선행연구와의 자료수집 시기의 차

으로 추측된다. 선행연구[20]는 코로나19가 시작되는 시기의

이로 해석이 된다. 선행연구[16]에서는 코로나19 시기 이전이

우울 정도를 확인하였고,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확산되어 사

며 본 연구는 코로나19 유행 시기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

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장기화 된 이후의 우울 정도를 파

되면서 노인들의 외부활동 제한으로 인한 것으로 추측할 수

악하였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시대에 사회적 접촉이 차단되거나 제

으로 일상활동의 제한, 사회적 지지의 결핍과 관계의 단절, 스

한되면서 지역사회 노인들의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스

존의 선행연구[17,20]와 맥락을 같이한다. 노인의 우울은 적

트레스를 해결함으로써 정신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

절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울증

필요하다.

은 단순한 정신질환으로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의 증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상생활 변화 정도는 100점 만점에

상을 악화시키고, 재발 위험을 높이며 우울증이 심할 경우 자

59.20±24.10점으로 나타났다. 이 점수는 일상생활 활동 정도

살 위험성이 있어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과 사회적 문제로

가 코로나19 유행 이전에 비해 절반정도 감소되었다는 것을

이어질 수 있어 조기발견과 관리가 필요하다.

반영하는 결과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내 지역사

대상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관적 건강상태,

회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정도를 파악한 선행연구[17]와 비

미충족 의료, 연령, 성별, 교육상태, 일상생활 변화, 월평균 가

교하였을 때 유사한 수준으로 파악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상

구소득, 가구유형, 우울경험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는 설명

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경로당과 같은 노인

력이 3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우울에 영향력이 가장 큰

들이 자주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 폐쇄로 인해 대부분의 시간

변수는 우울경험으로 나타났으며 Benke 등[6]의 연구결과를

을 가정에서 보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추측된다. 코로

지지한다. Benke 등[6]은 우울경험이 우울증 과거력과 관련

나19가 장기화가 될 경우 일상생활 활동제한 또한 계속될 수

이 있으며, 우울증 과거력이 있는 집단에서 우울 관련 증상을

있으므로 노인들의 신체활동이나 운동을 통한 건강증진과 정

경험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신체와 심리적으로 취약한

신건강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

지역사회 노인들에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제한은 정신

다. 감염병의 특성상 일상생활 활동과 신체활동에 인위적인

건강에 부정적 영향력을 미친다. 따라서 과거 정신건강 문제

제약이 있으므로 지역사회 노인들에게 국가 정책적으로 실천

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정신건강 문제에

가능한 신체활동을 적극 안내하고 독려하며 일상적인 삶의 질

취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을 개선시켜 정신건강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된다. 특히 코로나19 시대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회적 접촉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도는 3점 만점에

이 제한됨으로써 겪게 되는 스트레스의 대처능력을 높일 수

2.54±0.48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있는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필요시 의료적 지원을 받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정도를 다른 인구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18],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하지만 사회적 거

우울은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이 높은 점수분포를 보였

리두기 실천으로 인한 사회적 활동제한, 이웃과의 관계 단절

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울 점수가 높다고 보고한 선행

과 사회적 고립과 같은 문제는 노인들의 심리적 안정감에 부

연구[21]와 맥을 같이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적, 사회적 영역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19]. 따라서 지역사회 노인들이

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와 불리한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이웃과의 교류를 통한 관계를 유지

조건을 가지고 있고[22],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

할 수 있도록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여성노인은 심리적 영향에 민감하고

활동에 제한이 있으므로 모바일이나 인터넷 기반 비대면 화상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 우울 수준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코로

모임을 통해 노인들의 사회적인 관계를 강화시키는 방안이 고

나19로 인해 정신건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노인에

려되어야 한다.

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확인하여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여러 정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 노인들의 우울정도는 평균 1.20±0.40

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연령이 많을수

점으로 코로나19 상황 일개 도시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

록 우울 수준이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17,23]와 일치하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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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연령대가 높을수록, 건강상태

건강상태, 일상생활 변화, 스트레스, 사회적 거리두기와 우울

가 나쁜 노인일수록 사회적 단절로 인한 심리적 우울감을 느

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였음

낄 것으로 사료된다.

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의 지역사회건강조사

대상자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이차자료분석연구로 본 연구결과를 해석

타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우울에 민감하다고 나타난 선행연

하는데 있어 다음의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는 단면연구로서

구[24]와 유사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

주관적 건강상태와 스트레스, 일상생활 변화, 사회적 거리두

을수록 우울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기가 우울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

우울정도가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25]와 같은 맥락이다. 이

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이 아닌 전국 단

러한 결과는 가구소득이 적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의 경우

위의 노인인구를 대표할 수 있는 자료로 지역사회 노인의 우

의료기관 이용이나 일상생활의 제한, 사회적 접촉의 감소 등

울정도를 확인함으로써 추후 노인 정신건강과 관련한 정책과

의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

실천방안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했음에 의의가 있다.

울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들의 낮은 소득수준은
필수적인 생활비 지출과 의료비 지출 외의 지출에 있어서 제

결론 및 제언

한이 따르며, 이로 인해 다양한 외부활동과 여가생활 등을 통
한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하며

본 연구는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코로

단순히 물질적인 결핍을 넘어 정신심리적인 문제인 불안과 우

나19 시대의 지역사회 노인들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울증이 나타난다[26]. 따라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사회 노

확인하고 향후 노인들의 우울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

인들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

기 위한 우울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 지역사회 노인들의 우울에 영향

미충족 의료경험이 있을수록 우울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을 주는 요인은 우울경험, 스트레스, 주관적 건강상태, 미충족

이는 청년 1인가구를 연구한 선행연구[27]에서도 의료 이용에

의료, 연령, 성별, 교육수준, 일상생활 변화, 월평균 가구소득,

제한이 있는 경우 우울정도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

가구유형, 사회적 거리두기로 나타났다.

사하다. 따라서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제한 등

따라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사회 노인의 우울을 예방하

으로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지역사회 노인에게 찾아가는 사

고 관리하기 위해 스트레스 자가관리, 심리상담과 같은 프로

례관리 서비스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동거가족이 있

그램 개발과 비대면 신체활동 프로그램과 같은 지역사회 간호

는 경우가 독거노인에 비해 우울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

중재가 필요하다. 아울러 일차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

다. 이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보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우울

관들과 협력 및 연계를 통해 노인들의 우울에 대해 통합적 관

점수가 높았던 연구[28]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같이 동거

리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간호중재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배우자나 가족의 지지가 결여되면 심리적으로 더 우울을

또한 코로나19 시대에 노인들의 정신건강상태 변화를 사정할

느낄 수 있으므로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수 있는 측정도구 개발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노인

본 연구에서 코로나19 시대의 지역사회 노인들의 우울은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 변화, 사회적 거리두기와 음의 상

들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노인
의 건강한 일상생활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관관계를 보였고, 스트레스와는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 노인들의 우울이 주관적 건강상태와
음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선행연구[29,30] 결과를 지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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