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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노인의 신체건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활동 참여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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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인구고령화 추세를 배경으로 노인들의 건강문제, 특히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사회 환경이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한 농촌 노인들의 건강은 각별히 주목되어야 할 정책적 현안이 되어야 할 것으
로 평가된다. 이에 의거, 본 연구에서는 농촌 노인들의 신체건강, 우울의 영향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
해 다차원적 건강의 측면에서 농촌 노인들의 건강 양상을 새롭게 파악하고, 이들 건강 영역간 관계에
미치는 사회활동 참여의 조절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에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7차
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들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농촌 노인의 객관적 및 주관적 신
체건강은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 노인들에서도 노화에 따른 신체건강 쇠
락은 우울을 심화시키는 영향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조절효과 모델의 분석결과에서
는 농촌 노인의 공식적 및 비공식적 사회활동은 신체 질환의 우울 영향을 완화하는 조절 효과가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결과는 농촌 노인들의 건강 다양성이 사회활동 참여에 근거
하며, 사회활동 참여는 농촌 노인의 건강영역간 관계를 긍정적으로 개선함에 중요한 측면임을 시사하
여 준다. 이에 따라 농촌 노인의 전체적인 건강 향상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적 접근 뿐 아니라 사회활동
프로그램의 적극적 개발 및 실행이 요청됨을 본 연구결과는 정책적 함의로 환기하여 준다.
[주제어: 농촌 노인, 신체건강, 우울, 사회활동, 조절효과]

Ⅰ. 서론

한국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고령화 추세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노인
인구 비율은 14.2%를 넘어서며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25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
로의 진입이 전망되고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양적 증대 뿐 아니라 기대 수명의 증대로 인해,
중고령 노인의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들의 건강 및 돌봄은 한국 사회의 주요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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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책적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농촌 지역은 노인인구 비율이 44.7%에 이
를 정도로 이미 초고령화된 상황으로(통계청, 2018),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의 건강
실태와 문제들은 더욱 각별한 관심이 요청되는 사안이 되고 있다.
농촌 지역은 자연 환경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 간 상호관계가 긴밀한 공동체적 특성이 여전히
두드러진다는 측면에서 농촌 노인들의 건강 여건은 상대적으로 도시 노인에 비해 양호할 것으
로 기대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농촌 지역은 주민들의 경제적 수준, 가족구성 뿐 아니라 보건의
료자원, 복지시설, 여가 및 체육시설 등의 사회 인프라 전반이 미흡한 관계로 인해, 농촌 노인의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도시 노인에 비해 취약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김영주, 2009; 신혜종․
박명숙, 2011). 요컨대, 농촌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도시지역에 비해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이
미비하고, 지리적 여건으로 보건의료 기관이나 복지서비스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건강관리
에 어려움이 많으며, 청장년층 이농현상의 가속화로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상
황이어서, 농촌 노인의 건강 취약성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도 하다(손신영, 2006;
김영주, 2010).
농촌 노인들의 건강 환경에 대한 상이한 평가들에 주목하여, 그간 다양한 학문분야에서는 농
촌 노인의 건강 실태와 건강결정 양상들을 파악하고자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었다(민경화․김
상순, 1995; 김정숙․정인숙, 2002; 김오남, 2003; 박경혜․이윤환, 2006; 양순미 외 2007; 김영주,
2009; 조희금, 2015; 고정국 외, 2019). 기존 연구들은 신체건강 뿐 아니라 정신건강, 주관적 건강
등의 다양한 건강 영역들에서 농촌 노인들의 건강 취약성을 확인하여 정책적 관심을 제고하는
성과를 산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이들 연구에서는 농촌 노인의 건강 취약성에는 고연령,
저학력, 저소득, 독거가구형태 등의 인구사회적 특성 뿐 아니라 취약한 보건의료자원 및 복지시
설 등의 사회환경 등도 적극 관련된 것임을 확인하여, 기존 연구들은 효과적인 정책 방안 모색
을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존 농촌 노인 건강 연구들은 분석초점, 분
석접근, 분석자료 등에서 제한성이 확인되어 상당한 한계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요컨대,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농촌 노인들의 건강 취약성만을 분석함에 집중했는데, 특히, 도시 노인과
의 비교를 통한 차이 분석에 주목하여 농촌 노인 내부의 건강 격차와 건강 다양성에 대한 파악
들이 미흡한 한계를 보인다(손신영, 2006; 김영주, 2010). 아울러, 일부 연구들에서는 특정 농촌
지역의 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여 농촌 노인의 건강 실태를 단순하게 기술하는 차원에 국한되어
(민경화․김상순, 1995), 일반화의 한계가 두드러지고 있기도 하다. 물론, 일부 연구는 농촌 노인
의 건강 결정 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건강 취약성과 관련된 주요 요인들을 파악하고 있지만,
특정 지역에 국한된 서베이 자료의 활용으로 인해 연구 성과가 제한적이다(김정숙․정인숙,
2002; 김오남, 2003; 신혜종․박명숙, 2011; 고정국 외, 2019). 특히, 기존 연구들에서 농촌 노인
의 건강실태 및 건강 결정 양상에 대한 분석은 대체로 신체건강 또는 정신건강 등의 단일한 특
정 건강영역에 국한되어 있다(양순미 외, 2007; 김영주, 2009). 이에 이들 연구들은 건강 영역 간
의 관계에서 표출되는 노인의 복합적인 건강 양상과 이에 의거한 건강 다양성에 대한 파악이
미진하였다는 점에서 분석접근의 단평성이라는 한계를 또한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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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 연구들에서는 건강을 단순히 신체적 질환이나 허약한 상태 등의 측면에서 이해하
는 것이 매우 협소한 관점이므로 부적절 한 것으로 평가하며, 건강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
로 안녕한 상태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WHO의 규정에 입각하여(WHO, 1948) 다차원적으로 파악
되어야 함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노년의 건강상태는 신체 건강, 정신 건강, 사회적 건강 등의
건강 영역들 간에 불일치 현상이 높고, 이에 따라 복합적인 건강상태들이 두드러질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의 다차원성에 주목한 분석 접근의 필요성이 주목되고 있다(Wickrama et al., 2013;
손성․이상록, 2019).
이를 배경으로 노인 건강 연구들에서는 노년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의 다양한 관련성에 대
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는 추세이다. 곧, 일부에서는 노년의 신체기능 저하, 건강 이상, 질병
등이 우울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여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의 일반적인 관련성을
확인하고 있다(Mathew et al., 1981; Moss et al., 1991). 그렇지만, 최근 일부 연구들은 노년의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이 오히려 신체건강에 영향을 주는 역인 관계가 있음을, 혹은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이 일치되지 않는 다양한 유형들을 확인하고 있기도 한다(Krantz & McCeney, 2002;
Lamers et. al., 2011). 아울러, 일부 연구들에서는 노인들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의 다양한 관련
성들이 발생되는 맥락들을 파악하고자, 이들 건강 영역들 간의 관계를 매개하거나 혹은 중재하
는 요인들을 파악함에 연구 관심들이 제고되는 추세이다(윤현숙․구본미, 2009; 배진희, 2009;
김향아․이준상, 2015; 오인근, 2017). 정리하면, 이와 같은 노인 건강 연구의 동향은 농촌 노인
들의 건강 실태 및 건강 결정 양상 또한 건강 다차원성의 측면에서 새롭게 조명, 분석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해주며, 이러한 분석접근이 농촌 노인들의 건강 다양성을 규명함에 유용할 수 있음
을 환기하는 바라 평가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기존 연구들의 성과와 한계 및 동향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농촌 노인의 신
체건강과 우울의 영향 관계 및 사회활동의 조절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농촌 노인의 건강 양
상을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농촌 노인들의 건강 다양성, 곧 노년의 신체건강
과 우울의 다양한 관련성이 사회활동의 조절효과에 의거한 것임을 검증하고, 이를 기초로 농촌
노인의 건강 개선에 유용한 정책적 및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 제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국 표본자료로 노인건강 연구에 널리 이용되는 고령화연구패널
조사 자료를 분석 데이터로 활용하며, 선행 연구들의 검토에 기초한 분석모델을 적용하여 농촌
노인들에서 신체건강과 우울의 영향 관계와 사회활동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농촌 노인의 건강 다양성 곧, 신체건강과 우울의 다양한 관련성에 사회
활동의 조절 영향을 특히 주목하는데, 이는 사회활동참여가 노인들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의 주
요 관련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음에 기초한 것이다. 곧, 국내외 연구들에서는 사회활동 참여가
노년의 건강상태에 직접적인 영향 뿐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을 다각적으로 미치는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예컨대, 사회활동 참여가 높은 노인들은 신체건강(권현수, 2010) 뿐 아니라 정신건강
(박미진, 2017; 허원구, 2017)이 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활동 참여와 노인 건강의 밀접
한 관련성을 보여준다. 아울러, 노년기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의 다양한 관련성은 스트레스 과정
모델에 의거하여 설명되는데, 사회적 지지, 가족관계 등과 더불어 사회활동 참여는 노년기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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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 영향을 조절하는 매개체로 평가되고 있다(Cohen & Wills, 1985).
이와 같은 논의들은 노년의 건강 다양성이 사회활동 참여 양상에 의거한 것임을 시사하는 바
로, 이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활동의 조절 영향의 분석을 통해 농촌 노인들의 건강 다
양성과 그 배경을 새롭게 파악, 진단하고자 한다. 특히, 농촌 지역의 특성상 농촌 노인의 사회활
동은 공식적 관계에 기초한 사회활동 뿐 아니라 비공식적 사회활동 형태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두 유형의 사회활동들이 미치는 조절 영향을 세분화하
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공식적 및 비공식적 사회활동이 대처자원으로서의 유용
성을 진단하고, 농촌 노인들의 복합적 차원의 건강 개선과 관련한 정책적, 실천적 시사점들을
도출,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노인의 신체건강과 우울
노년기는 생물학적 및 사회적 노화로 인해 신체 뿐 아니라 심리정서, 인지, 정신건강 등의 제
반 건강 영역들에서 건강 상태가 약화되고, 각종 만성 질환들과 건강 문제들의 발생이 증가되는
시기로 평가되고 있다. 그렇지만, 노년기에의 건강 쇠락의 일반적 경향과는 별개로 노년의 건강
상태는 개인 특성 및 사회적 조건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노인들
의 건강 격차는 학술적으로 뿐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주목되는 사안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노인들의 건강 차이는 그간 주로 건강불평등 관점 등을 통해 다양하게 파악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건강 다차원성 이론”에 기초하여 건강 영역들의 건강상태 관련성을 통해 새
롭게 조명되고 있기도 하다. 곧, 건강 다차원성 이론에서는 건강이 신체 건강에만 국한되지를
않고 심리정서, 인지건강, 정신건강, 활동 건강 등의 다양한 영역들을 포괄하기에, 건강 영역간
관계에 각별한 주목이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다(Jamner & Stokols, 2000). 특히, 노인의 건강은
이전 생애주기들의 각종 사회경제적 불이익에 의한 다양한 경험을 배경으로, 주요 건강 영역들
에서 상이한 건강상태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는 경향을 지닌다는 점에서
노인 건강에 대한 분석은 건강의 다차원성이 적극 주목되어야 할 측면으로 평가된다(Wickrama
et. al, 2013). 즉, 노인의 건강상태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들이 밀접한 관련성을 지닐 뿐
아니라 이들 건강 간에 상호작용을 통해 건강상태의 변화가 발생되기에, 건강 영역들 간의 관련
성에 입각한 다각적인 분석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Elder et. al., 1996).
그렇지만, 지금까지 노인 건강 연구들에서 노년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관계는 주로 일면적
으로만 접근되어, 이들 간 다양한 관계 양상이 주목되지 못하였다. 예컨대, 선행 연구들에서는
대체로 신체건강을 독립변수, 우울 등의 정신건강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노인의 신체건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에만 집중하였다(이수애․김경미, 2002; 고민석․서인균, 2011;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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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 2018).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신체건강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하고(Park et al., 2007), 우울이 오히려 신체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역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기
도 하여(오영희 외, 2006; 이숙현․한창근, 2017), 이들 간 상호 관계가 논란이 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일부 연구들은 노인의 신체건강과 정
신건강의 관계가 일면적이지 않고 다양한 관계 양상을 지닐 수 있음에 주목한다. 즉, 노인들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의 영향 관계는 다양한 기제 및 경로들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에 주목하여,
건강 영역들의 다양한 관련성을 파악함에 관련 연구들이 제고되는 추세이다. 예컨대, 일부 연구
에서는 신체건강이 노인의 우울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사회적 지지, 사회적 관계, 가
족 관계 등과 같은 매개 요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는 성과를 보여
주고 있기도 하다(윤현숙․구본미, 2009; 김영주, 2009; 2010; 조추용․정미경, 2016). 또한, 일부
연구는 노인들의 신체건강과 우울의 관계가 조절 요인에 의해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파
악하고 있기도 하다. 곧, 사회적 지지, 여가활동, 자기돌봄행위 등의 조절 요인에 의해 노년의
신체건강 약화의 우울 영향이 완충됨을 확인하고 있기도 하다(서홍란 외, 2013; 고민석․서인균,
2011; 김향아․이준상, 2015; 오인근, 2017).
이상과 같이, 최근의 노인 건강 연구들에서는 일면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신체건강과 정신건
강의 다양한 관련성을 규명하는 일련의 진전된 연구 성과들을 산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지
만, 이들 연구는 대체로 일반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인구사회학적 특성 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 여건이 상이한 농촌 노인들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의 관련성에 대한 파악이 미진한 실
정이다. 일부 연구들에서는 농촌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건강과 우울의 영향 관계가 분석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 우울에 미치는 신체건강의 일면적 영향을 분석함에 머물고 있다(김오남, 2003;
조희금, 2015; 고정국 외, 2019). 아울러, 이들 연구는 대체로 특정 지역의 서베이 자료를 분석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어, 연구결과가 일반화하기 어려운 한계를 또한 지니고 있기도 하다. 한편,
김영주(2010)의 연구는 농촌 노인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도시 노인과
다각도로 비교 분석하고 있어 주목되지만, 매개관계의 파악에만 국한된 제한성을 지닌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 연구들의 성과 및 한계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국 표본 조사 자
료로 노인 건강 연구들에서 널리 이용되는 고령화연구패널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농촌 노인들
에서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사회활동 참여의 관련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
에서는 공식적 및 비공식적 사회활동의 조절 효과 분석을 통해, 농촌 노인들의 신체건강과 우울
의 영향 관계에 사회활동의 영향 및 의의들을 규명하고, 농촌 노인들의 건강한 노년의 삶의 질
의 제고를 위한 정책 및 실천적 시사점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2. 노인의 신체건강, 우울과 사회활동참여
노인의 건강상태는 생애주기적인 관점에서 노화에 따라 건강상태가 약화되는 일반적 경향이
있음이 공히 확인되지만, 노인 집단 내 건강상태는 개인들에 따라 건강 편차가 두드러지는 양상
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노인 집단 내 건강 편차와 다양성은 지금까지는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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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불평등 관점을 통해 그 실태와 양상, 배경 등이 파악되어 왔지만, 최근 연구들에서는 “건강
의 다차원성” 이론에 의거하여 새롭게 접근되고 있기도 하다. 곧, 신체건강, 정신건강, 사회적
건강 등 다양한 건강 영역들에서의 건강 양상들을 통해, 노인들의 건강 다양성이 새롭게 조명되
고 있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노인들의 건강 다양성의 유형 및 특성에 대한 분석들이 제고되는
추세이다.
한편, 노년의 건강 편차 및 다양성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이론적 모델 중의 하나는 스트레스
과정 모델이다. 스트레스 과정 모델은 스트레스가 어떤 과정을 통해 건강 결과의 편차를 야기하
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적 모델로, 특히 개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스트레스 원의 영향 및 일련의
과정에서 사회적 자원의 매개/조절 역할 등을 파악함에 유용한 이론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Pearlin, et. al., 1981). 스트레스 과정 모델에서는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원(stressors)은 스트레
스의 결과(stress outcomes)를 산출하지만, 매개체(stress mediators)를 통해 스트레스 원의 영
향이 조절되기도 하여 상이한 스트레스 결과들이 출현하는 것으로 파악한다(Pearlin, 1989;
George, 2005). 이에 따르면, 노인들에서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의 다양한 관계 양상들은, 스트레
스 원과 스트레스 결과의 영향 관계에 관련되는 스트레스 매개체의 작용에 의거한 것으로 평가
된다. 예컨대, 노년의 신체건강 악화는 우울을 심화시키는 영향을 미치지만, 스트레스 매개체가
관련될 경우 이들 간 영향 관계가 미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인의 신체건강과 우울간 다양한 관계 양상을 산출함에 관련된 스트레스 매개체로 최근 주
목되는 요인들은 사회적 지지, 가족관계, 사회활동이다. 특히, 사회활동은 노년 활동이론
(Activity Theory), 성공적 노화 이론(Successful Aging Theory) 등에서 성공적 노화에의 핵심
적인 측면으로 평가되고 있다(Neugarten, Havinghurst & Tobin, 1961). 곧, 노년의 사회활동 참
여는 정서적 지지와 유대감을 형성하여 우울 등 정신건강상 문제를 유발하는 스트레스를 완화
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함에 적극 관련된 주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최영, 2008).
경험적 연구들에서도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는 노년기 건강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회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는 노인들의 신체건강(서진교, 2000; 권현수, 2010) 뿐
아니라 우울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배진희, 2009; 박미진, 2017; 강유진,
2020), 사회활동 참여가 노인 건강에 주요한 영향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노년의 사회활동 참여는 이와 같은 직접적 영향 뿐 아니라 스트레스 매개체로서 노인 건강
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도 하다. 곧, 완충효과 모델에서 제시되듯 사회
활동 참여는 스트레스 원에 대한 스트레스 인식을 억제하거나 조절함으로써 심리 질환이나 병
적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Cohen & Wills, 1985).
이와 같은 논의들을 참조하여, 국내에서도 노인의 신체건강과 우울간 다양한 관계 양상을 매
개 혹은 조절 요인들의 분석을 통해 다각도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 접근들이 최근 제고되는
추세이다. 일부 연구들은 사회적 지지(윤현숙․구본미, 2009; 김영주, 2009; 조추용․정미경,
2016), 사회적 관계와 가족관계(김영주, 2010) 등이 노인의 신체건강과 우울의 영향 관계를 매개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일부 연구는 사회적 지지(고민석․서인균, 2011; 김향
아․이준상, 2015), 여가활동(오인근, 2017), 자기돌봄행위(서홍란 외, 2013) 등이 노인 우울에 미
치는 신체건강의 영향을 조절하고 있음을 분석, 확인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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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이들 연구는 대체로 일반 노인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생
활환경 등이 상이한 농촌 노인들의 신체건강과 우울의 관계 및 조절 요인 등에 대한 파악들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농촌 노인의 건강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사회적 지지(김영주,
2009), 사회적 관계 및 가족관계(김영주, 2010) 등의 매개 효과들이 확인되었을 뿐, 농촌 노인들
의 건강과 관련한 대처자원 혹은 보호요인에 대한 분석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농촌 노인들의 신체건강과 우울의 영향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농촌 노인들의 건강 실태와 특성을 새롭게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사회활동의 조절 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농촌 노인들의 노년 건강에의 대처자원으로서 사회활동의 역할과 의의를 파
악, 진단하고, 정책 및 실천적 시사점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활용한 분석자료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이다. 고령화
연구패널조사는 고령사회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중고령층의 특성 및 생활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2006년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단위에서 만45세 이상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격년 주기로
관련 정보들을 수집한 조사 자료로, 노년 연구에 널리 활용되는 대표적인 자료이다. 본 연구에
서는 가장 최근의 자료인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자료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은 4,354
명이고, 이 중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은 1,271명으로 무응답 등 결측치를 제외한 1,262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데이터 분석에는 SPS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파악에는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을 활용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건강, 사회활동, 우울 양상의 분포 및 차이를 파악함에는 t-test와
ANOVA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농촌 노인의 신체건강과 우울의 영향 관계 분석에
는 위계적회귀분석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농촌 노인의 신체건강과 우울 관계
에서 사회활동이 미치는 조절효과는 조절회귀분석모델을 적용, 분석하였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 분석모델의 종속변수는 우울이다. 분석자료에서 우울은 CES-D 단축형 척도(10
개 문항, 1-4점 측정)로 구성되어 측정되었는데, 분석에는 개별 평균치를 활용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a=.825로 확인되었다. 우울 측정치는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음을 의
미한다.
분석모델에서의 독립변수는 신체건강으로, 일반적으로 노인 건강 연구들에서 신체건강은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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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 및 주관적 신체건강 상태를 포괄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도 이들 변수 모두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객관적 신체건강은 고혈압, 당뇨, 폐질환 등 총 13개의 만성질환 보유
(약 복용 또는 치료 여부)에 관한 조사자료 측정치를 활용하였으며, 주관적 신체건강은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관한 측정치(매우 나쁨 ~ 매우 좋음으로 구성된 5점 측정)를 활
용하였다.
한편, 분석모델에서의 조절변수는 사회활동 참여로, 본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회활동
양상의 조절 영향 파악을 위해 공식적 사회활동과 비공식적 사회활동으로 구분하여 조절 변수
들을 설정, 투입하였다. 공식적 사회활동은 종교, 친목, 여가/문화/스포츠 관련 단체, 동창회/향
우회/종친회, 자원봉사, 정당/시민단체/이익단체, 기타 모임 등에의 참여도(개수)로 측정, 처리하
였다. 비공식적 사회활동은 친한 사람들과의 만남 빈도를 총 10점 척도로 측정한 측정치를 활용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공식 사회활동 참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끝으로 분석모델의 통제변수는 선행 연구들에서 노인의 신체건강과 우울에 관련되는 주요
요인들로 평가되는, 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 유무, 소득수준, 근로활동, 종교 등을 설정, 투입하
였다. 이상 본 연구의 분석모델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들의 구성 및 측정에 관한 상세한 사항들
은 위의 <표 1>과 같다.
<표 1> 변수의 구성 및 측정

종속
변수

변수

우울

독립 신체 객관적 건강
변수 건강
주관적 건강
공식적
사회
사회활동
조절 활동
변수 참여 비공식적
사회활동
성별
연령
인구 학력
통제 사회 배우자유무
변수 학적
특성 소득수준
근로유무
종교유무

측정

• CES-D 단축형 척도 : 총 10문항(1-4점 척도) 평균값
• 고혈압, 당뇨병, 암 및 악성종양, 만성 폐질환, 간질환, 심장질환, 뇌
혈관질환, 정신과적 질환, 관절염 및 류마티스, 전립선 질환, 소화기계
질환, 디스크, 치매 등 총 13개 만성질환 개수
•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 : 매우 나쁨 ~ 매우 좋음(1-5점 척도)
• 종교모임, 친목모임, 여가/문화/스포츠관련 단체, 동창회/향후회/종
친회, 자원봉사, 정당/시민단체, 기타 모임 등 총 7개 모임참여 개수
• 친한 사람들과 만나는 횟수 : 없음 ~ 거의 매일 만남(일주일에 4회
이상)(1-10점 척도)
• 남성, 여성
• 만 연령
• 초졸 이하, 중졸, 고졸이상
• 배우자 있음, 없음
• 월 평균 균등화소득(만원)
• 근로, 비근로
• 종교있음, 종교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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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분석대상 농촌 노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농촌 노인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조사 자료에서 농촌 및 도
시 노인들의 개인 및 가족 특성 변수들에 관한 기초 분석결과는 다음 <표 2>와 같았다.
조사 자료에서 농촌 노인은 1,262명으로, 65세 이상 전체 노인(4,312명)에서 29.3%를 차지하
였고, 도시 거주 노인은 3,050명(70.7%)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 자료에서 나타난 농촌 노인
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구성은 남성 41.4%, 여성 58.6%로 분포하였고, 배우자 유무에
서는 배우자 있음 68.3%, 없음 31.7%로 분석되었다. 연령대별 구성은 60대 19.7%, 70대 46.7%,
80대 이상 33.7%로 분포하였다. 성별 및 배우자 분포에서는 도시/농촌 노인간 차이는 없었지만,
연령 분포에서는 70대 이상 고령 노인들이 농촌에 보다 높게 분포하였다. 학력은 초졸 69.0%,
중졸 14.3%, 고졸이상 16.7%로, 초졸 이하의 저학력 비율이 매우 높은 편으로 확인되었다. 초졸
48.5%, 종졸 18.3%, 고졸 이상이 33.2%를 보이는 도시 노인에 비교하여, 농촌 노인의 학력 수준
은 상당히 낮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어 주목된다.
농촌 노인의 소득 분포에서는 중위소득 50% 이하가 59.9%, 중위소득 50-100%가 29.1%, 중
위소득 100% 이상이 11.0%로 나타나, 농촌노인의 빈곤저소득층 비율이 6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도시노인의 중위소득5 0% 이하 비율은 47.7%로 분석되어, 농촌 노인의 소득
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편임을 보여준다. 농촌 노인의 근로활동 비율은 33.0%로, 도시 노인
18.7%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농촌 노인들의 근로활동 참
여가 두드러지는 반면 소득분포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도시 노인들에 비해 농촌 노인의 경
제상태가 열악함을 시사하여 준다.
한편, 농촌 노인의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농촌 노인의 만성질환 수는 평균 1.65개로 도시 노
인의 1.78에 비해 낮게 나타나, 일반적인 평가와 달리 만성질환으로 살펴본 농촌 노인의 신체건
강 상태가 도시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편으로 파악되어 흥미롭다. 그렇지만, 주관적 건
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좋음” 응답 비율이 농촌노인 16.6%, 도시노인 19.2%
로 나타나, 농촌 노인의 주관적 건강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편임을 보여 준다. 한편, 우울 급
간별 분포에서도 농촌 노인은 도시 노인에 비해 “나쁨” 비율이 높은 반면 “좋음” 비율은 낮게
나타나, 농촌 노인의 정신건강 분포가 상대적으로 나쁜 편임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우울 평균치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농촌노인과 도시노인의 정신건강 수
준의 차이가 미미한 편임을 시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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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 2> 농촌 노인의 일반적 특성

남
여
60대
70대
연령
80대 이상
평균
초졸이하
학력
중졸
고졸이상
있음
배우자
없음
중위소득 이상
소득
중위 50-100%
수준
중위 50%이하
평균
근로
근로
비근로
있음
종교
없음
좋음
보통
1)
우울
나쁨
평균
없음
1개
객관적
건강
2개
(만성질환)
3개 이상
평균
좋음
보통
주관적
건강
나쁨
평균
참여
안함
공식적
1개
사회활동
2개 이상
(모임참여)
평균
매우자주만남
자주만남
비공식적2)
보통
사회활동
잘
(친구만남) 거의안만남
안만남
평균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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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n=4,312) 도시(n=3,050) 농촌(n=1,262)

522(41.4)
740(58.6)
248(19.7)
589(46.7)
425(33.7)
76.46
871(69.0)
180(14.3)
211(16.7)
862(68.3)
400(31.7)
139(11.0)
367(29.1)
756(59.9)
1.07
417(33.0)
845(67.0)
387(30.7)
875(69.3)
1,980(45.5)
1,352(31.1)
1,017(23.4)
3.56
264(20.9)
362(28.7)
317(25.1)
319(25.3)
1.65
210(16.6)
578(45.8)
474(37.6)
2.70
376(29.8)
763(60.5)
123(9.7)
.818
666(52.8)
279(22.1)
144(11.4)
50(4.0)
123(9.7)
7.73

1,283(42.1)
1,767(57.9)
786(25.8)
1,401(45.9)
863(28.3)
75.36
1,479(48.5)
559(18.3)
1,012(33.2)
2,067(67.8)
983(32.2)
532(17.4)
1,063(34.9)
1,455(47.7)
1.29
570(18.7)
2,480(81.3)
1,292(42.4)
1,758(57.6)
1418(46.0)
922(29.9)
742(24.1)
3.56
537(17.6)
858(28.1)
827(27.1)
828(27.1)
1.78
585(19.2)
1,368(44.9)
1,097(36.0)
2.75
920(30.2)
1,680(55.1)
450(14.8)
0.883
969(31.8)
823(27.0)
505(16.6)
299(9.8)
454(14.9)
6.61

522(41.4)
740(58.6)
248(19.7)
589(46.7)
425(33.7)
76.46
871(69.0)
180(14.3)
211(16.7)
862(68.3)
400(31.7)
139(11.0)
367(29.1)
756(59.9)
1.07
417(33.0)
845(67.0)
387(30.7)
875(69.3)
562(44.4)
430(33.9)
275(21.7)
3.56
264(20.9)
362(28.7)
317(25.1)
319(25.3)
1.65
210(16.6)
578(45.8)
474(37.6)
2.7
376(29.8)
763(60.5)
123(9.7)
0.818
666(52.8)
279(22.1)
144(11.4)
50(4.0)
123(9.7)
7.73

x2/F

0.181
22.699***
-4.590***
162.889***
0.117
58.583***
6.083***
104.206***
51.350***
7.370*
0.085
7.884*
2.954**
3.923
1.532
21.442***
2.828**
178.696***
-11.628***

1) 우울 : 좋음(0-2), 보통(3-6), 나쁨(7-10)
2) 친구만남 : 거의 안만남(1-2), 잘 안 만남(3-4), 보통(5-6), 자주 만남(7-8점), 매우 자주만남(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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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농촌 노인의 사회활동 양상을 살펴보면, 공식적 모임의 경우에는 참여 없음 29.8%, 1
개 60.5%, 2개 이상 9.7%로, 농촌 노인의 30% 정도는 공식적인 사회활동이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나 주목된다. 농촌 노인들의 공식모임 참여도 평균치는 도시 노인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농촌 노인의 공식적 사회활동 참여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편임을 시사한다. 그
렇지만, 친구만남 빈도에서는 농촌 노인들이 도시 노인에 비해 더욱 활발한 것으로 분석되어,
비공식적 사회활동에서는 농촌 노인들이 더욱 높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어 흥미롭다. 이는 도시
와는 상이한 농촌 지역에서의 공동체적 생활환경 등이 그 배경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기초 분석결과들은 일반적인 평가와 일치되게 연령, 소득, 학력 등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등에서 농촌 노인들의 취약성을 확인하여 주는 바라 평가된다. 그렇지만, 건강상
태 및 사회활동의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예측과 달리 일부 측면에서 농촌 노인의 건강상태(만성
질환) 및 사회활동(비공식적 사회활동 참여)이 도시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확인
되어 주목된다. 이는 농촌 노인의 건강 결정 양상을 인구사회학적 특성만으로 파악하기에 제한
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로, 다각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해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는 농촌노인의 우울, 신체건강, 사회활동의 다각적인 관련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농촌 노인의
건강 결정 맥락을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곧, 농촌 노인들에서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의 다양한
관련성 및 이에 관계된 사회활동의 조절 작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농촌 노인의 건강 결정의 특
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다.

2. 농촌 노인의 우울, 신체건강, 사회활동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연구문제인 농촌 노인의 우울, 신체건강, 사회활동의 영향 관계에 대한 분석에 앞
서, 이들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결과에서는 우울, 신체건강, 사회활동이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
되어, 농촌 노인의 정신건강, 신체건강, 사회활동이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음을 시사하여 준다.
구체적으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울은 객관적 건강(만성질환)과는 정적(+) 상관관계(0.167;
p<.01), 주관적 건강수준과는 부적(-) 상관관계(-0.252; p<.01)를 보여, 농촌 노인들에서도 정신
건강과 신체건강이 주요하게 상호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준다.
한편, 분석결과에서는 신체건강 및 우울은 사회활동 변수들과 유의미한 관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나, 농촌 노인들의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 상태가 사회활동 참여에 의해 주요하게 규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곧, 우울은 공식적 사회활동(모임참여)(-0.256; p<.01), 비공식적 사회활동(친
구만남)(-0.206; p<.01)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공식적 및 비공식적 사회활동 참여가 높을수록
농촌 노인의 우울을 감소되는 긍정적 관련성을 시사하여 준다. 아울러, 만성질환 및 주관적 건
강상태 등의 신체건강 변수들 또한 사회활동 변수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지닌 것으로 나타
나, 농촌 노인들에서도 신체건강 상태와 사회활동이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확인
하여 준다.
이상의 분석결과들은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의 밀접한 관련성 뿐 아니라 이들 건강 변수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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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활동의 주요한 관계를 보여주는 바로, 농촌 노인들의 건강 양상을 파악함에는 이들 변수들
의 다각적인 관련성에 대한 분석적 고려가 적극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3>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n=1,262)
구분
우울
객관적 건강
주관적 건강
공식적사회활동
비공식적사회활동

우울

1
.167**
-.252**
-.256**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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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 건강

주관적 건강

1
-.337**
-.124**
-.119**

1
.365*
.184**

공식적사회활동 비공식적사회활동

1
.296**

1

3. 농촌 노인의 우울에 신체건강 및 사회활동이 미치는 영향

농촌 노인의 정신건강, 곧 우울과 신체건강, 사회활동 등이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앞서 상
관관계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분석결과들은 관련 변수들의 영향이 통제
되지 않았기에, 이들 변수들 간 실제적인 영향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제한성을 지닌다.
농촌 노인들에서 우울의 다양한 분포 양상에 신체건강, 사회활동 변수들은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는 것일까? 이를 살펴보기 위해, 우울을 종속변수로, 신체건강 및 사회활동 변수들을 독립
변수, 주요 인구사회학 특성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구성한 위계적 회귀분석모델들을 설정, 분석
하였으며, 분석결과는 아래 <표 4>와 같았다.
먼저, [모델 1]은 신체건강 변수들만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농촌 노인의 우울에 신체건강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분석모델로, 분석결과에서는 신체건강 변수들이 모두 우울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곧,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들을 통제한 상황에서 객관
적 건강(만성질환)은 우울에 정적 (+) 영향을, 주관적 건강인식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의 결과들과 일치되게 농촌노인들에서도 신체건강 상태가 우울 수준 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 [모델 2]에서는 [모델 1]에 사회활동 변수들을 추가 투입한 것으로, 분석결과에서는 사
회활동 변수들의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어, 사회활동 참여 또한 농촌노인의 우울에 주요
한 영향 요인임을 보여준다. 모임 참여 등의 공식적 사회활동 뿐 아니라 친구만남 등의 비공식
적 사회활동들은 우울을 감소시키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 노인들에서도
노년에의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가 정신건강에 주요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
하여 주목된다.
한편, [모델 2]의 분석결과에서는 사회활동 변수들의 투입에도 신체건강 변수들은 여전히 우
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농촌 노인에서 신체건강 상태와 우울이 상당한
수준의 밀접한 영향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여 준다. 그렇지만, [모델1]에 비해 만성질환, 주관적
건강 등 신체건강 변수들의 영향력은 사회활동 변수들의 투입으로 감소되고, [모델2]의 설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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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유의미하게 증가하여(R2 변화량 0.035; p<.001), 신체건강과 우울의 영향 관계에 사회활동 변
수들이 주요하게 관련되고 있음을 제기하여 준다. 이는 곧 농촌 노인의 우울, 신체건강, 사회활
동이 복합적인 영향 관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바로, 이의 구체적인 파악을 위해서는 보다 다각적
인 분석모델의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4> 농촌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신체건강, 사회활동의 영향(n=1,262)
변수

신체
건강
사회
활동
인구
사회
학적
특성

모델

객관적 건강
주관적 건강
공식적 사회활동
비공식적 사회활동
(여성)남성
연령
(초졸이하)중졸
고졸이상
(없음)배우자있음
소득
(비근로)근로
(없음)종교있음
상수
R²
수정 R²
R² 변화량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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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l 1

B
.199**
-.549***

-.146

.038**

.006
.114

-.485*

-.062

-.669***

-.317

2.564*
.115
.108
16.331***

Beta

.087
-.159
-.024
.093
.001
.014
-.077
-.021
-.107
-.050

Model 2

B
.181**
-.354***
-.545***
-.141***

-.127
.023
.058
.109

-.541**

-.069

-.675***

-.185

4.711***
.150
.142
.035***
18.414***

Beta

.079
-.103
-.121
-.131
-.021
.057
.007
.014
-.086
-.023
-.108
-.029

4. 농촌 노인의 신체건강과 우울의 영향 관계에서 사회활동의 조절효과

농촌 노인의 신체건강과 우울, 사회활동의 다각적인 영향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사회활동을
조절변수로 설정한 조절회귀분석모형의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5>와 같다.
먼저 [모델 3]과 [모델 4]는 객관적 건강(만성질환)과 우울의 관계에 사회활동이 미치는 조절
효과를 분석한 모델로, 분석결과에서는 농촌 노인의 사회활동이 이들 변수들 간 영향 관계를 유
의하게 조절하는 영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주목된다.
[모델 3]에서는 (객관적 건강x공식적 사회활동)의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하여 공식적 사회활
동의 조절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에서는 상호작용 변수의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공식적 사회활동 참여가 만성질환에서 비롯되는 우울 영향을 조절하는 작용이 있음을 보
여주는 바로, 노년에의 공식적 사회활동 참여가 농촌 노인의 건강 양상들을 규정하는 주요한 측

166「한국자치행정학보」제34권 제4호(2020 겨울)

면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여 주목된다.
[모델 4]는 (객관적 건강x비공식적 사회활동)의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하여 비공식적 사회활
동의 조절 영향을 분석한 결과로, 친구만남 또한 만성질환의 우울 영향을 유의미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 노인들의 건강 양상과 관련하여 비공식적 사회활동의 중요성을 시사하여
준다.
<표 5> 신체건강과 우울의 영향 관계에서 사회활동의 조절효과
변수

신체
건강
사회
활동
인구
사회
학적
특성
조절
효과

모델

Model 3
B
Beta

객관적 건강(A) .227*** .099
주관적 건강(B)
공식적 사회활동(C) -.674*** -.150
비공식적 사회활동(D) -.139*** -.129
(여성)남성 -.160 -.027
연령
.029* .070
(초졸이하)중졸 .027 .003
고졸 .049 .006
(없음)배우자있음 -.548** -.087
소득
-.086 -.029
(비근로)근로 -.718*** -.115
(없음)종교있음 -.162 -.026
A×C
-.262** -.072
A×D
B×C
B×D
상수
3.405***
R²
.148
수정 R²
.139
R² 변화량
.005**
F
18.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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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l 4
B
Beta

.231*** .101
-.646***
-.137***
-.184
.029**
.018
.073
-.540**
-.070
-.719***
-.154

-.144
-.127
-.031
.070
.002
.009
-.086
-.024
-.115
-.024

-.044*

-.059

3.349***

.146
.138
.003*
17.755***

Model 5
B
Beta

-.435***
-.542***
-.146***
-.110
.025
.054
.079
-.513**
-.072
-.703***
-.147

-.126
-.120
-.135
-.018
.062
.006
.010
-.081
-.024
-.113
-.023

.016

.003

5.093***

.145
.137
.000
17.638***

Model 6
B
Beta

-.435***
-.540***
-.139***
-.114
.025
.052
.074
-.514**
-.071
-.697***
-.143

-.126
-.120
-.130
-.019
.061
.006
.009
-.081
-.024
-.112
-.022

.019 .018
5.071***
.145
.137
.000
17.674***

[모델 5]와 [모델 6]은 주관적 건강과 우울의 관계에 사회활동의 조절 영향을 분석한 모델들
로, 분석결과에서는 상호작용 변수들이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흥미
롭다. 이는 사회활동의 조절 영향은 객관적 신체건강과 우울의 관계에서 두드러지는 반면, 주관
적 건강과 우울의 관계에서는 사회활동의 영향은 미미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건강 영역
에 따라 사회활동의 조절 작용이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곧 사회활동 참여가 노년의
객관적 신체건강 상태 약화에 따른 우울 증가 경향을 일부분 완충하여 주긴 하지만, 농촌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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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의 부정적 영향을 조절하기에는 제한적임을 시사하여 준다. 이는 농
촌 노인들의 주관적 건강과 우울의 영향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수준의 공식적 및
비공식적 사회활동을 벗어난 정책적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바로,
농촌 거주 노인들에 대한 보건복지적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환기하여 준다.
한편, [그림 1], [그림 2]는 만성질환과 우울의 영향관계에 공식적 사회활동과 비공식적 사회
활동의 조절 영향을 그래프로 제시한 결과이다. [그림 1]에서는 공식적 모임 참여 수준에 따라
만성질환의 우울 영향이 상이함을, 곧 모임참여도가 높을수록 만성질환의 부정적 영향이 약화됨
을 확인할 수 있어, 노년에의 모임 참여 등의 공식적 사회활동이 만성질환 등 신체건강 약화의
우울 영향을 완화함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시사하여 준다.
비공식적 사회활동의 조절 효과를 그래프로 제시한 [그림 2]에서는 비공식적 사회활동 수준
에 따라 만성질환의 우울 영향이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어, 친구 만남 등의 비공식적 사회활동
이 노년의 만성질환 등 신체건강 문제들에서 야기되는 우울을 완충함에 주요한 보호 자원이 되
고 있음을 보여준다. 곧, 친구 만남이 많은 노인들에서는 만성질환의 우울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 비공식적 사회활동에 의해 농촌 노인들의 만성질환과 우울의 관련성이
적극 규정되고 있음을 시사하여 준다.
<그림 1> 객관적 건강과 공식적 및 비공식적 사회활동의 조절효과

이상에서 분석결과들은 농촌 노인들의 신체건강, 정신건강(우울), 사회활동이 일면적이지 않
은 다각적인 영향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새롭게 환기하여 준다는 점에서 주요한 학술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기하여 준다. 곧, 분석결과에서는 농촌 노인에서 신체건강 상태와 우울 수준이 불일
치하는 다양한 건강양상들이 존재하며, 여기에는 공식적 및 비공식적 활동에 의해 신체건강의
우울 영향이 상당하게 조절되는 측면들이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
는 농촌 노인들의 건강 양상들에서 사회활동의 중요성을 환기하여 주는 바로, 사회경제적인 여
건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건강한 노년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
건의료적 개입 뿐 아니라 공식적 및 비공식적 사회활동 참여에 정책적 및 실천적 관심이 제고
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하여 준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 수준에서 일상적 사회활동 제고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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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 뿐 아니라 농촌 지역 보건복지기관들에서 다양한 사회활동 프로그램들이 개발, 실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들이 적극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Ⅴ. 결론: 요약 및 함의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인구고령화 추세로 한국사회에서 최근 노인 인구 특히 고령 노인들이
증대되면서, 노인 건강문제는 주요한 사회적, 정책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농촌에 거주
하는 노인들은 연령, 학력, 소득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이 더욱 취약할 뿐 아니라 보건의료
및 복지시설, 여가시설 등이 충분치 않은 사회적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어, 고령사회에서 농촌
노인의 건강문제가 더욱 주목되는 현안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 노인들의 건강 실태와 양상에 대한 학술적 및 정책적 관심이 제고되고 있지
만, 도시-농촌 비교의 단편적인 분석 접근 및 제한적인 분석자료 등으로 농촌 노인들에서의 다
양한 건강 양상들을 파악하기에 기존 연구들의 성과는 여전히 제한적인 실정이다.
이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노년의 신체건강, 우울, 사회활동의 주요한 관련성에 주목하여,
이들의 다각적 영향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농촌 노인들의 다양한 건강 양상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분석 자료로 노년 연구에의 대표적 조사 데이터인 고령화연구
패널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회귀분석모델 및 조절회귀분석모델을 적용하여 농촌 노인들에
서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의 영향 관계 및 이에 대한 사회활동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주요 분석결과 및 함의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 노인의 건
강 양상은 만성질환, 주관적 건강, 우울 등을 통해 살펴본 결과,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한
비율은 80%에 이르렀지만, 주관적 건강의 분포는 나쁨 37.6%, 보통 45.8%, 좋음 16.6%로, 우울
의 분포는 나쁨 21.7%, 보통 33.9%, 좋음 44.4%로 나타나, 건강 영역별 건강 양상이 일치되지
않는 다양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도시 노인의 건강상태와 비교에서는, 농촌 노인
에게서 우울 분포가 다소 좋지 않은 반면 만성질환은 도시노인 보다 오히려 좋은 편으로 확인
되어, 건강영역에 따라 농촌 노인의 건강상태가 상이하게 평가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농촌 노인들의 신체건강, 우울, 사회활동 변수들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에서는 이들 변
수들이 밀접한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농촌 노인의 다양한 건강 양상들이 이들 변
수의 다각적인 관련성에 의거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우울과 신체건강, 사회활동의 영향 관계를 회귀분석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농촌
노인의 우울은 객관적 및 주관적 신체건강에 의해 적극 영향 받고 있긴 하지만, 공식적, 비공식
적 사회활동에 의해서도 적극 규정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사회활동이 농촌 노인들의 우
울에 대응하는 주요한 대처자원일 수 있음을 시사하여 주목된다.
넷째, 우울과 신체건강의 영향 관계에 미치는 사회활동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공
식적 및 비공식적 사회활동 모두 객관적 신체건강(만성질환)의 우울 영향을 완충하는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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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농촌 노인들의 신체건강과 우울간 다양한 건강양상, 예컨대
유사한 신체건강 상태에도 불구하고 우울 수준에서 상당한 편차가 나타난 것은 노인들의 사회
활동 차이가 관련된 것임을 시사하는 바로, 노년의 공식적 및 비공식적 사회활동들이 농촌 노인
의 전반적인 건강 양상 결정에 중요한 부분임을 보여준다. 이는 농촌 노인들에서 노년의 신체건
강 약화에 따른 우울 증가 경향이 사회활동에 의해 완충될 수 있음을 의미하여, 대처 자원으로
서 사회활동이 정책적 및 실천적으로 적극 주목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바라 평가된다. 한
편, 사회활동의 조절 영향은 주관적 건강에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개인 수준의 사
회활동 수준을 넘어선 관련 보건복지 기관들에서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이 요청됨
을 시사하여 준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농촌 노인들에서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이 밀접한 관련성을 지닐 뿐 아
니라 이들간 관계가 사회활동에 의해 조절되고 있음을 확인하여, 농촌 노인의 다양한 건강 양상
들의 배경을 파악함에 일조하였다는 점에서 일련의 학술적 의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존의 농촌 노인 건강 연구들이 특정 건강영역을 중심으로 단편적인 실태 파악에 국한되었음
을 감안하면, 신체건강, 우울, 사회활동의 다각적 관계를 중심으로 농촌 노인의 건강 양상과 그
맥락을 새롭게 접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차별화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의 연구결과들은 농촌 노인의 건강문제 개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및 실천적 시사점들을 제기하여 준다.
첫째, 농촌 노인들에서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의 일치되지 않는 다양한 관계 양상들이 존재한
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건강 문제에 대한 개입 접근들은 다각화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물
론, 의료 및 건강시설들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농촌 지역에 보건의료 자원들의 확충을 위한 정책
들도 강화되어야 하지만(조희금, 2015), 이와는 별도로 농촌 노인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건강복지
프로그램의 확충에도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활동은 농촌 노인의 건강문제를 완충하는 대처 자원이라는 점에서, 농촌지역의 사
회복지시설 및 보건시설들을 중심으로 사회활동 프로그램들이 적극 개발, 실행될 수 있도록 관
련 정책들의 강화가 필요하다. 주지하듯, 한국사회에서 농촌은 도시 지역에 비해 여가문화시설
및 복지기관 등 사회적 인프라가 미흡하여, 노인들의 공식적인 사회활동 참여가 제한적이다(조
희금, 2015). 아울러, 농촌 지역은 비공식적 관계망 역시 규모 및 범위 등에서 매우 제한적이며,
이로 인해 사적 관계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박영란 외, 2014). 이로 인해, 농촌 노인들
의 사회활동들은 대체로 개인적 관계에 기초한 형태로 이루어져, 사회활동의 유형과 범위가 매
우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사회활동의 다각적인 건강 영향을 감안하면, 농촌 노인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서는 긍정적 이웃관계 및 공동체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비공식적 영역의 사회활동들이 제고되도
록, 농촌 지역 사회조직 및 복지기관들에서 관련 프로그램 및 실천 활동들이 강화되어야 할 것
이다. 아울러, 농촌 지역에 보건의료시설, 노인 복지기관 및 시설, 건강시설을 양적으로 확충하
고, 이들 시설들에서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 및 사회활동 프로그램들이 적극 운영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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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 및 재정 지원 방안들이 조속하게 마련,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성을 지닌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특정 시점의 횡단자료 분석 접근에 의거하여 농촌 노인의 신체건강, 우울, 사회활동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들 변수들간 인과적 영향 관계에 대한 분석적 고려가 충분치 않다는 점에서
제한성을 지닌다. 아울러, 본 연구는 전국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농촌 노인들의 건강 결정 양상
을 분석하였지만, 농촌 노인들을 모집단으로 표집한 자료를 활용한 것은 아니기에 엄밀한 의미
에서 일반화에 일부분 제한이 있음 또한 본 연구의 한계로 주지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분석
접근 및 데이터의 제한성은 농촌노인 건강 연구들의 후속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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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Activit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Health and Depression among the Rural Elderly
Kim, Da-Hye, Lee, Sang-Rok, Kim Hyeong-Kwan

Policy and academic attentions to the health problems of the elderly has been increasing
with the rapid demographic aging in Korea. But, there has been insufficient of researches on
the health of the rural elderly, the most vulnerable population group, especially the
relationships between physical health and mental health. In order to understand the various
health patterns of the rural elderly, this study analyses the multidimensional relationships
between physical health, depressions, and social activities among the rural elderly. Especially,
we explore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social activities. Data used in the analyses come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from the regression model analyses we found out the
significant effects of the physical health and social activities on the depression. Second,
formal and informal social activities are found out to moderate the effect of the objective
physical health(chronic disease) on the depression. These results show that the physical
health and mental health are actively correlated over the aging and various health patterns
of the rural elderly come from the moderating roles of the social activities.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policy implication such that the expansion of social activity programs are
required so as to improve the multi-dimensional health and welfare of the rural elderly.
[Key Words: Rural elderly, Depression, Physical Health, Social Activities, Moderating
Effe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