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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research aims to verify whether the elderly ageism has any mediating effects in the
connection between the elderly’s 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and their depression. The material from
the research on the elderly living status in Daejeon, carried out in 2014, were investigated as secondary
data; those from 65 years old elderlies, numbered 1,500, were analysed finally. The conclusions say that,
first, 44% of the elderly have experienced ageism for the last one year; so it is certain that the problem
of ageism is prevalent in our society. Second, the increase of ADL of the elderly may lower their
experience of depression and ageism. Third, the experience of ageism has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connection between the elderly’s ADL and their depression. With these, practical suggestions were made
in the end to attract the attention from society to the problem of ageism and to lower it.
Key words: Activities of daily living, Depression, Age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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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노인차별이 우리사회에 존재한다고 인지하는 노인층이

론

70.2%를 차지할 만큼(국가인권위원회, 2006) 노인차별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고령화는 산업화, 도

은 우리사회에 만연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시화, 핵가족화 등의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노인을 사회

지금까지 노인차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향을 살펴

적, 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한 집단으로 만들고 있다. 실제

보면, 주로 우울, 안녕감, 자아이미지, 자존감, 죽음불안,

로, 가족 및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감소, 가족 내 노인부

자살생각, 적응 유연성 등 개인 심리변인 간의 관계에

양기능의 약화, 빈곤한 노인의 증가현상은 그 심각성을

집중되어 있으며(박현식, 2008; 김귀분, 최연주, 2014;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노인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안준희, 김승용, 2009; 원영희, 2005; 전상남, 신학진,

위한 다양한 소득보장 및 보건의료 등의 복지정책 논의

2011; 신학진, 2012; 천희란, 김일호, 2013; 김재희, 김

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세대 간 갈등 담론으로 이슈화되

욱, 2013), 일부 연구는 노인인식 및 태도(남석인,

는 경향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작금의 상황은

2008), 사회참여(권중돈, 손의성, 2010), 삶의 질 및 생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증가시키고 노인

활만족(신학진, 2010; 배진희, 2006), 성공적 노화(전상

에 대한 차별적 행위로 표출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남, 신학진, 2009) 등과의 관계를 살피고 있다. 이러한

노인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및 시민적, 정치

연구들은 노인차별로 인한 결과변인을 검증하는데 집중

적 권리를 완전하게 향유하여야 하며, 노인들에 대한 모

하고 있다. 노인차별의 선행요인을 밝힌 연구(김욱,

든 형태의 차별은 철폐되어야 함을 ‘마드리드 국제 고령

2003, 김동배, 채수진, 박은영, 2009; 남현정, 이윤정, 김

화 행동계획’(UN, 2002)은 제시하고 있다. 이는 노인은

귀분, 2012; 김욱, 2003)는 일부에 불과한데 일상생활

누구나 노인차별을 일정 부분 경험한다는 방증이며, 앞

활동능력, 주관적 건강상태와 노인차별이 부적 영향관계

으로 우리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라는 사

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실을 알게 한다. 우리나라는 2009년 ‘고용상 연령차별금

일반적으로 노인의 건강 및 경제적 요인들이 노인의

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연령을

심리적 문제를 야기하는 핵심변인(오인근, 오영삼, 김명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일, 2009; 오인근, 2012, 원영희, 2005; 서홍란, 정윤경,

있다. 연령에 의한 차별은 편견, 부정적 이미지 등과 같

김희년, 2013)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노인차별경험이

은 인식적 차원과 차별적 행동 및 제도상의 차별 등 겉

두 변인 관계를 매개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노인우울을

으로 드러나는 차별이 모두 포함되므로 노인이 경험하

야기시키는 사회적 원인을 또 다른 관점에서 제시하기

는 차원은 단순히 고용에 한하지 않고 사회문화적인 영

위함이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건강하지

역을 폭넓게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김

않은 노인들이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이

동선, 2014).

러한 차별경험은 노인의 대표적인 심리건강인 우울을

일반적으로 차별을 경험한 노인은 노화에 대한 부정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즉, 본 연구는 노

적 관념을 만들고 삶의 의지를 쇠퇴시키며 노인의 삶의

인이 건강상태로 인해 차별을 경험했는지를 실증적으로

질과 자아통합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Levy,

분석하고 이러한 차별경험이 우울을 보다 증가시킬 것

2000; 김귀분, 최연주, 2014 재인용; 신학진, 2010). 차

이라는 논리적 가정 하에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이

별경험은 자기효능감을 낮추고 노인의 사회참여에도 부

러한 연구는 노인 개인의 신체적 건강으로 인해 우울이

정적 영향을 미치며(권중돈, 손의성, 2010) 우울과도 상

증가한다는 보편적인 연구결과에 앞서 노인의 건강상태

당한 관련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박현식, 2008). 또

는 사회적 차별을 만들고 그 차별이 개인적인 수준의 우

한, 차별경험은 직접적인 자살생각의 요인임을 밝힌 연

울로 나타남을 밝힘으로 노인차별현상에 대한 사회적

구도 있다(신학진, 2012). 이처럼 노인이 경험하는 차별

관심을 도출하고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기 위함

은 노인의 심리적 상황을 악화시키고, 건강한 사회일원

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방해요인이 된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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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노인차별경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층을 한 집단으로 인식하고 집단 내의 한 노인 또는 노

둘째, 노인차별경험이 건강상태와 우울을 매개하고

인층에 대해 부적절하고 부정적으로 처우하는 행위로

있는가?

정의내릴 수 있다.
노인차별 행위는 연령상 노인이라는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

Ⅱ. 이론적 배경

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
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

1. 노인차별

다(국가인권위원회, 2015). 원영희(2005)는 노인차별

1) 노인차별의 개념
연령차별(Ageism)의 개념은 Butler에 의해 1969년
에 처음 소개되었으며, 인종차별과 성차별과 비슷한 또
다른 형태의 심한 편견으로 연령차별을 설명하였다
(Butler, 1969). 연령차별은 ‘특정 연령대에 대해 갖는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stereotyping)과 차별
(discrimination)’을 의미하는 것으로(Butler, 1995) 노
인층에 대한 연령차별은 곧 노인차별과 맥을 같이 한다.
Palmore(1999)는 어떤 연령집단을 옹호거나 맞서기 위
한 편견 또는 차별로 인식되는 노인차별은 긍정적, 부정
적 관점을 동시에 갖는다고 보았다. 노인차별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
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긍정적 차별
이 있지만, 대부분은 부정적 편견과 차별을 지칭할 때
노인차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노인집단
에 대한 편견(prejudice)은 노인층에 대한 부정적인 고
정관념이거나 그에 따른 부정적인 태도이다. 예로, 대부
분의 노인은 쇠약하다는 신념이 고정관념이라면, 삶의
최악의 시기를 일반적으로 노년기라고 느끼는 것은 부
정적 태도라 할 수 있다. 노인집단에 대한 차별
(discrimination)은 강제적인 은퇴와 같이 일정 연령집
단 구성원을 부적절하고 부정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의
미한다(Palmore, 1999).
이처럼 차별은 노인집단이 주로 경험하게 되는데, 정
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할지라도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사회구성원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인지되곤 한다.
다시 말해, 사회제도 및 통념상 일반적으로 노인이라 일
컫는 65세 이상이 되면 그 시점부터 자신의 건강이 악화
되거나 능력이 소멸되지 않음에도 사회구성원은 그들에
대해 부정적 인식과 태도를 갖고 접근하게 된다
(Palmore, 1999). 이처럼 노인차별은 노인이라는 연령

피해경험을 무시영역, 기피영역, 소외영역으로 구분하여
차별피해경험을 제시하였는데, 다른 영역에 비해 소외영
역의 차별 피해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소외영역은 무시나 기피영역처럼 직접적이고 개인적
인 인간관계상에서 도출된다기보다 사회제도적 측면에
서 차별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노인차별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의 상당부분이 고용제도 및 사회서
비스 등에서의 소외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암시한
다. 그러나 노인차별은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인식, 행위, 사회․제
도적 차원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인
식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차별을 고
용, 교육 등과 같은 제도상 차별행위뿐만 아니라 부정적
인식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여 접근할 필요
가 있다.
2) 노인차별 영향요인
노인차별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여전히 국내에 많이
소개되지 않은 상황이며, 대부분은 삶의 질, 심리적 문
제, 성공적 노화 등의 결과변인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
가 다수이며, 노인차별의 선행변인을 밝히는 연구는 여
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 노인차별 연구의 경우, 주관적 나이
가 많을수록,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나쁠수
록 노인차별의 경험정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성
별, 직업, 연령, 학력은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김욱, 2003). 재가노인이 인지하는 노인차
별의 경우도 일상생활 활동능력, 가족지지, 우울, 자아
존중감, 지각된 건강상태, 고독감이 노인차별과 관련이
있었다. 특히 일상생활활동능력은 가장 강력한 부적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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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활동능력이 낮을수록 노인차별은 증가하는 것

2. 노인 우울

으로 나타났다(남현정, 이윤정, 김귀분, 2012). 도시와

노년기는 신체적 기운, 건강의 악화, 은퇴와 수입의

농촌노인을 구분하여 차별경험 수준과 영향요인을 확인

감소, 배우자와 친한 친구의 사망, 본인 자신의 죽음에

한 결과에서는 농촌노인보다 도시노인이 차별을 더 많

대한 두려움, 새로운 동년배 집단과의 유대와 교류 등

이 경험한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의료서비스, 복지여가

힘들게 적응해야 할 다양한 과업을 갖게 된다(Besser

및 고용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참여할 기회가 많은

and Priel, 2005, 조아라, 2013 재인용). 이러한 과업에

도시노인이 상대적으로 차별받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

적응하면서 경험하는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은 우울증의

음을 추정하였다. 특히, 도시노인의 경우 운동능력, 자기

유발원인이 된다. 우울증은 노인에게서 분리될 수 없는

관리, 통증 및 불편감, 우울 및 불안 등 현재 건강관련

가장 보편적이고 핵심적인 심리변인으로 이해되고 있고,

삶의 질이 낮을수록 차별경험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사회적 고립과 신체적 기능 저하로 인해 우울이 악화될

(양정남, 최은정, 김화선, 심정영, 2010). 그 외의 연구에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한 심각성을 노인 스스로 인지하

서도 성별, 결혼상태, 소득이 노인차별과 유의미한 관련

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염동문, 정정숙, 2014). 노인 우

이 있었다. 여자에 비해 남자노인이 차별경험을 많이 받

울증이 방치될 경우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인 어려움을

았으며, 유배우자에 비하여 미혼, 사별, 이혼, 별거 등으

경험할 수 있고, 질병으로부터 회복이 지연되거나 병원

로 인한 무배우자의 차별경험이 유의미하게 높았고, 수

이용 빈도가 증가하며, 자살 등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입이 낮을수록 노인차별경험이 많았다(천희란, 김일호,

수 있기 때문에(최영애, 2003)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

2013).

심이 요청된다.

노인차별 연구대상이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된

전국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노인의

것과 달리, 청소년과 중년을 대상으로 노인차별 원인을

33.1%는 우울증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밝힌 연구도 존재한다. 우선, 박선례(2015)의 연구에 의

으며, 남자보다 여자노인, 연령이 높은 노인, 배우자가

하면, 청소년들의 노인차별 원인을 청소년이 인식하는

없는 노인,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 미취업 노인, 소득이

가족의 건강성에서 찾고 있으며, 노인에 대한 지식은 이

낮은 집단에 속한 노인이 상대적으로 우울 수준이 높게

러한 영향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검증하였는데, 노인지

나타났다(정경희 외, 2014). 노인 우울영향 요인을 분석

식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의 노인차별 수준은 지식수준

함에 있어 장애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정덕진,

이 높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 거주유형별로 구분한 연구(전병주, 2014) 등 다

신학진(2012)은 중년층이 인지하는 노인차별은 노인의

양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

노화에 대한 지식수준이나 노인과의 접촉의 질의 문제

수준, 소득수준 등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

라기보다는 집단 간 불안의 매개로 노인차별이 발생한

들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노인의 우울은 남

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노인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편

성보다 여성이, 소득이 저소득일수록, 기능손상이 심할

안한 느낌을 받는다는 실제적인 경험이 노인에 대한 불

수록, 주관적 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우울을 많이 인식하

안과 갈등을 줄이고 차별을 감소시킨다는 결과이다. 즉,

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덕진, 2014). 독거노인, 그룹홈,

노인차별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인과의 실제적 활동과

공동거주제에 생활하는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을

경험이 단순히 노인에 대한 지식보다 중요하다는 사실

조사한 결과, 독거노인은 건강상태, 가족교류, 사회서비

을 알게 한다.

스 참여수준, 거주기간이 우울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룹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노인차별의 원인은 인

홈 거주노인과 공동거주제에서 생활하는 노인은 건강상

구사회학적 특성 특히, 일상생활능력인 건강과 소득수준

태, 근로활동 여부, 가족교류 수준이 우울과 관련이 있었

이 노인차별을 발생시키는 핵심변인이라는 것을 알게 한

다. 세 유형 모두 우울에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다. 더 나아가 노인차별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은 연령

것은 건강상태였다(전병주, 2014). 노인복지시설을 이

층에 따라 다른 접근이 시도되어야 함도 확인할 수 있다.

용하는 재가노인의 경우, 만성질환이 있다고 응답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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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만성질환이 없다고 응답한 노인보다 우울수준이

치는 과정에서 노인차별경험이 매개효과로 작용하는지

높았으며, 질병 수가 많은 노인이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노인의 일상생활능력이 우울에

로 나타났다(서홍란, 정윤경, 김희년, 2013). 이렇듯 노

직접적인 영향이 있음은 많은 연구들에서 보고되었으나,

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우울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노인차별경험이 두 변인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수

건강수준과는 밀접한 원인관계가 있었다.

행하는지는 검증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

본 연구가 주목하고자 하는 노인차별과 우울관련 연

우울에 대한 일상생활능력의 직접적인 관계와 노인의

구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차별경험은 우울증을 높인

일상생활능력이 낮을수록 노인차별경험수준은 높아지

다는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원영희, 2005; 신학진,

며, 노인차별경험은 노인 우울증을 높일 것이라는 가정

2012; 염동문, 정정숙, 2014; 전상남, 신학진, 2011; 박

하에 본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현식, 2008). 노인차별경험과 우울수준은 상대적으로 높
은 상관성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일반노인에 비해 공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공부조를 수급하는 노인에게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었

이 연구는 대전복지재단에서 수행된 ‘2014년 대전광

다(박현식, 2008). 염동문과 정정숙(2014)은 노인의 주

역시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2차 자료로 활용하여 분석한

관적 건강상태와 삶의 만족에 있어 우울의 매개효과를

것이다. 본 연구의 모집단은 2013년 12월말 기준으로 대

검증하는 과정에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높아지면 우울이

전광역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에 기재된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노인차별은 노인의 주관적

만 65세 이상인 노인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조

건강과 고혈압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우울증

사는 2014년 6월 9일부터 7월 18일까지이며 노인 1,500

상과는 높은 연관성이 있으며(천희란, 김일호, 2013),

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표본선정은 5개 자치구별로

장애가 있는 노인이 경험하는 차별은 그들의 삶의 질을

배분된 노인 표본을 층화계통추출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김동배, 채수진, 박은

성별과 연령을 내재적 층화(implicit stratification)변

영, 2009). 지체장애를 가진 노인의 신체기능, 장애정도,

수로 사용하였고, 배정된 노인표본이 없는 경우는 인접

경제상태와 그들의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차별경험의

지역에서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추가로 조사를 실시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장애정도와 경제상태가 차별경

하였다.

험의 영향요인이었으며, 신체기능, 경제상태, 차별경험
이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다(백은
령, 노승형, 2010). 즉, 노인이 경험한 차별은 심리적 우
울과 삶의 질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3. 측정도구
1) 노인차별경험
노인차별경험은 ‘지난 1년 동안 귀하는 노인이라는 이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노인의 건강상태와 우울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주관적 및 객관적인 건강상
태가 좋을수록 우울은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노인의

유로 차별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노
인의 인지된 경험수준으로 측정하였다. 응답범주는 ‘전

건강수준과 우울의 관계에서 노인차별경험은 건강수준

혀 없다’ 1점, ‘거의 없다’ 2점, ‘가끔 있다’ 3점, ‘자주 있

이 나쁠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차별경험이 많아

다’ 4점으로 측정하였다.

진다는 것은 우울증이 증가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2) 우울
이 연구에서 우울은 Sheikh와 Yesavage(1986)에 개
발된 단축형 노인우울 척도(Short Geriatric Depression

Ⅲ. 연구방법

Scale)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5문항의 자기보고
식 척도로 ‘예/아니오’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점수

1. 연구모형

범위는 0~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상태가 심각

이 연구는 노인의 일상생활능력이 우울에 영향을 미

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0-4점은 정상범주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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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5-8점은 약한(mild) 우울, 9-11점은 중간(moderate)

Ⅳ. 연구결과

우울, 12-15점은 심각한(severe) 우울상태로 진단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우울의 Cronbach’s 값은 .860이었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다.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응답
자의 성별은 남성이 27.1%(407명), 여성이 72.9%

3) 일상생활능력
이 연구에서의 일상생활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은 Katz et al.(1970)가 제시한 6문항을
사용하였다. 질문항목은 목욕하기, 옷 갈아입기, 식사하
기,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눕기, 걷기, 화장실에 가서 용
변 보기 등으로 자립정도에 따라 ‘도움 없이 혼자 할 수

(1,093명)로 여성노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응
답자의 연령은 65-69세 28.5%(427명), 70-74세 27.8%
(417명), 75-79세 21.5%(323명), 80세 이상 22.2%
(333명)였으며 평균 연령은 74.41세로 파악되었다. 학
력은 무학이 22.3%(334명), 초등학교 40.7%(610명),

있다’ 1점,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나 혼자 할 수 없

<표 1> 응답자의 특성

다’는 0점을 부여했다. 점수는 0부터 6점까지이며 점수
구

가 높을수록 일상생활 동작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점수대가 2점 이하는 심각한(severe) 기능손상을 가진
경우이며, 3-5점은 중도의(moderate) 손상, 6점은 기능

성별

분

사례수

퍼센트

남성

407

27.1

여성

1,093

72.9

적으로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일반적으로 판단된다. 본

65-69세

427

28.5

연구에서의 Cronbach’s 값은 .941로 높은 신뢰도를

70-74세

417

27.8

75-79세

323

21.5

80세 이상

333

22.2

보였다.

연령

4) 통제변수

평균: 74.41(s.d. 6.44)

통제변수로는 성별, 연령, 학력, 가구형태, 경제수준
등 다섯 가지로 설정하였다. 가구형태는 독거가구, 노인
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기타 가구로 구분하여 측정하
였으며, 경제수준은 응답자 가구의 개인소득으로 측정하

학력

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를 분석하기 위해 SPSS 18.0k를 활용하였으
며, 실시된 분석방법을 살펴보면, 첫째, 응답자의 인구사
회학적 특성 및 주요변수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빈도,

가구
형태

무학

334

22.3

초등학교

610

40.7

중학교

230

15.3

고등학교

248

16.5

전문대학

10

0.7

대학교이상

68

4.5

독거가구

407

27.1

노인부부가구

586

39.1

자녀동거가구

471

31.4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일상생활능

기타 동거가구

36

2.4

력과 노인차별경험이 우울의 영향요인인지, 일상생활능

50만원 미만

454

30.6

력이 노인차별의 영향요인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

50-100만원 미만

523

35.2

100-150만원 미만

255

17.2

150-200만원 미만

105

7.0

200만원 이상

148

10.0

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노인차별경험이 일상생활능력과
우울을 직․간접으로 매개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경제
수준

평균: 86.02(s.d. 7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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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차별경험

중학교 15.3%(230명), 고등학교 16.5%(248명), 전문
대학 이상은 5.2%(78명)로 나타나 응답자의 약 1/3이

구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이었다. 가구형태는 독거가구
27.1%(407명), 노인부부가구 39.1%(586명), 자녀동거
가구 31.4%(471명), 그 외의 가구형태가 2.4%(36명)
였다. 자신의 공식ㆍ비공식적 소득수준을 확인한 결과,
50만원 미만이 30.6%, 50-100만원 미만이 35.2%,

분

사례 수

전혀 없다

838

55.9

거의 없다

471

31.4

가끔 있다

158

10.5

자주 있다

33

2.2

1,500

100.0

합 계

100-150만원 미만 17.2%, 150-200만원 미만 7.0%,

퍼센트

200만원 이상이 10.0%로 나타났다.
3) 우울 수준
노인의 우울수준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우울증

2. 응답자의 일상생활능력, 차별경험, 우울 수준

을 경험하지 않는 정상범주에 속하는 노인은 61.5%, 약

1) ADL 수준
응답자의 일상생활능력 수준을 살펴보면 <표 2>와 같
다. 일상적인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노인은
91.1%였으며, 1-3개의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4.8%, 4-6개의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4.1%였다. 즉, 심각한 수준의 기능손상을 가진 노인이

한 우울은 22.5%, 중간 우울은 10.3%, 심각한 우울은
5.7%로 나타나 응답한 노인의 38.5%는 우울증상을 보
이고 있어 우울증상이 만연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
히, 노인의 5.7% 이상은 우울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
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4.1%였으며, 일상적 손상을 가진 노인을

<표 4> 우울 수준

포함하면 응답자의 8.9%가 일상생활을 수행함에 있어
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표 2> ADL 수준
점 수

사례 수

퍼센트

분

사례 수

퍼센트

정상범주(0-4점)

924

61.5

약한 우울(5-8점)

337

22.5

중간 우울(9-11점)

154

10.3

85

5.7

1,500

100.0

0-2점

61

4.1

심각한 우울(12-15점)

3-5점

72

4.8

합 계

6점

1,367

91.1

합 계

1,500

100.0

3. ADL과 우울의 관계에서 있어 차별경험의 매개효과
노인이 경험한 차별이 ADL과 우울의 관계를 매개하

2) 차별경험

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3단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지난 1년 동안 노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험

다. 우선, 독립변수인 ADL이 종속변수인 우울에 영향

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차별을 받은

을 미치는지 확인하였고, 다음으로 매개변수인 차별경험

적이 자주 있다는 응답은 2.2%였으며, 가끔 있다

을 종속으로 설정한 후 ADL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10.5%, 거의 없다 31.4%, 전혀 없다 55.9%로 나타났

마지막으로 매개변수인 노인차별경험을 독립변수로 설

다. 노인들의 절반 약간 넘는 수준만 차별을 전혀 경험

정한 후 종속변수인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

하지 않았으며, 그 외 44.1%는 일정부분 차별을 경험한

으며, sobel 검증을 통해 노인차별경험이 두 변수의 유

것으로 보이며 12.7%는 일상생활 중 차별을 종종 경험

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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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DL과 노인차별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p<.001), 경제수준(β=-.177, p<.001), ADL(β=-.217,

노인의 ADL과 노인차별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p<.001)이었으며, 성별, 연령, 가구형태는 통계적으로

은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Model 1은 노인의 인구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노인차별경험이 투입된

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학력, 가구형태, 경제수준을 통

상황에서도 ADL은 여전히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

제한 상태에서 ADL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는 변인이었다. 노인차별경험은 우울의 강력한 변인 중

결과로 모델 설명력은 13.7%였으며 모형은 통계적으로

하나인 ADL이 통제된 상황에서도 우울과 정적인 유의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38.922, p<.001). 이 모델

성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β=.081, p<.01). 즉, 차별

의 VIF는 모두 2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견되지

을 많이 경험한 노인일수록 우울수준은 높아지는 것으

않았다. 이 모델의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학력(β=-.100,

로 나타났다.

p<.01)이 낮을수록, 독거가구(β=.054, p<.05)일수록,
2) 노인의 ADL이 차별경험에 미치는 영향

경제수준(β=-.188, p<.001)이 낮을수록 우울은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ADL의 경우, 일상생활능

노인의 ADL이 매개변수로 설정된 차별경험에 미치

력이 좋을수록 우울은 낮아지는 부적인 영향이 있었다

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모델 설명력

(β=-.223, p<.001). 즉, 인구학적 요인을 통제한 상황

은 2.5%로 낮았으나 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하였다

에서도 ADL은 노인의 우울을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임

(F=5.162, p<.001). 차별경험의 영향변인으로는 가구

이 확인되었다.

형태, 경제수준, ADL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통제변수

Model 2는 노인차별경험을 추가로 투입하여 독립변

중 가구형태의 경우 다른 가구형태에 비해 독거가구 노

수인 ADL이 통제된 상황에서 우울에 영향요인인지 확

인(β=.059, p<.05)일수록 차별을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인한 결과이다. 모형 설명력은 14.3%로 모형은 통계적

나타났다. 경제수준의 경우는 자신의 경제수준(β=.137,

으로 적합하였으며(F=35.202, p<.001), VIF 값도 2를

p<.05)이 높아질수록 차별경험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났다. 독립변수인 ADL의 경우 노인의 일상생활능력

종속변수인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변수는 학력(β=-.150,

(β=-.070, p<.01)이 높을수록 노인차별경험은 낮아지

<표 5> ADL과 노인차별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Model 1(n=1,500)
모형

B

상수

8.658

성별

.060

연령

Model 2(n=1,500)
t

B

6.421

7.795

.008

.296

.041

.005

.206

.016

.027

1.046

.018

.030

1.162

학력

-.297

-.100

-3.454**

-.310

-.105

가구형태

.454

.054

2.144*

.413

.049

경제수준

-.009

-.188

-6.798***

-.009

-.177

-6.373***

ADL

-.747

-.223

-9.056***

-.728

-.217

-8.834***

.397

.081

3.301**

β

차별경험

β

5.693



13.7

14.3

F

38.992**

35.202***

주: 성별(남자=1, 여자=0), 가구형태(독거가구=1, 그 외=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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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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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15***
1.957

<표 6> ADL이 차별경험에 미치는 영향 (n=1,500)

사회에 노인차별문제가 존재한다는 보고는 노인차별문
제가 우리사회에 잠재적으로 만연되어 있음을 짐작케

모형

B

상수

2.176

성별

.046

.030

1.055

연령

-.004

-.036

-1.322

학력

.033

.055

1.782

가구형태

.102

.059

2.229*

2012; 염동문, 정정숙, 2014; 박현식, 2008). 응답자의

경제수준

-.001

-.137

-4.674***

38.5%가 우울증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들의

ADL

-.048

-.070

-2.692**

일상생활능력향상을 통한 우울예방 방안이 모색될 필요

   2.5,

β

t

한다.

7.487

둘째, 노인의 일상생활능력이 좋을수록 우울과 노인
차별경험이 모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
와 같이 신체적 활동의 제약은 우울증상과 연관성이 높
다는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원영희, 2005; 신학진,

가 있다.

F=5.162***

주: 성별(남자=1, 여자=0), 가구형태(독거가구=1, 그 외=0)
*p<.05, **p<.01, ***p<.001

셋째, 노인차별경험은 노인의 일상생활능력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효과가 있었다. 즉,
노인건강이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건강이 악화될수록 노인차별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ADL과 노인차별경

그 영향으로 우울이 높아질 가능성도 검증한 것이다.

험은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있으며, ADL은 차별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

경험의 영향요인으로 밝혀져 노인차별경험 변인의 매개

음과 같다. 첫째, 노인차별은 주로 다른 세대로부터 발생

관계의 기본적 요건이 충족되었다. 이에 매개효과의 통

한 것이기 때문에 세대 간 이해증진 프로그램이나 교육

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

이 요청된다. 우선, 청소년 시기부터 노인 및 노화에 대

과, 통계치 -2.076으로 p<.05수준에서 부분매개효과가

한 지식을 학습하도록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ADL은 노인우울의 직접

노인에 대한 낮은 지식은 노인차별로 나타날 수 있기 때

적인 영향요인이기도 하지만, ADL로 인해 노인차별경

문에(박선례, 2015)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이 발생하

험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우울이 높아진다는 부분매개

지 않도록 노인체험 및 노인이해를 돕는 프로그램 등을

효과도 검증되었다.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학교교육과정으로 노인의 노화과정
에 대한 이해, 노인질환 학습, 노인유사체험 등을 제공해
주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년층을 대

Ⅴ. 결론 및 제언

상으로는 노인과의 실제적인 활동과 경험이 지식보다
중요하다는 연구결과(신학진, 2012)를 고려해볼 때, 노

본 연구는 노인의 건강상태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인복지기관에서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

과정에서 노인차별경험이 매개효과로 작용하는지를 검

으로 노인층에 대한 불안과 편견을 체험적으로 해소시

증하였다.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킬 필요가 있다.
둘째, 노인차별은 노인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

하는 현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그러므로

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노인의 55.9%는 지난 1년간 차별을 경험한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의료 및 간병 등 요양서비스를 직

적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반면, 그 외 44.1%는 차별경

접적으로 제공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노인차별방지를 위

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천희란, 김일호(2013)의 차

한 교육이 필요하다. 일상적인 노인차별은 다른 개인과

별수준과 유사한 비율로 차별을 경험하였다. 특히, 국가

의 관계 속에서 경험되며 성별이나 계층에 따라 차별화

인권위원회(2006)에서 제시한 노인층의 70.2%가 우리

된 접근이 필요하므로(이지영, 2009) 건강상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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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은 직접서비스 제공

김동배, 채수진, 박은영(2009). 장애노인의 장애특성이

자 즉, 요양보호사, 간병인,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차별인식에 미치는 영향: 여가활동의 매개효과를

에 대한 교육으로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더하여 서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0(1), 63-86.

비스 제공자는 보건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들의 잔존능

김동선(2014).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토론회. 국

력이 개발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신체적 및
주관적 건강이 함께 향상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가인권위원회.
김문영(2000). Ageism을 통해 본 노인차별에 관한 고
찰, 정신간호학회지, 9(4), 515-523.

셋째, 노인 우울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근이 요청된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몇 가지 요인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김 욱(2003). 노인차별의 실태 및 관련요인에 관한 탐

우울요인들이 다양한 연구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 응답

색적 조사연구. 한국노년학, 23(2), 21-35.

한 노인의 16%가 중간 이상의 우울수준을 갖는 상황에

김재희, 김 욱(2013). 제주노인의 노인차별경험이 적응

서 우울을 발견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가 다양하게 마련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될 필요가 있으며, 노인차별 및 건강상태 이외의 다양한

한국가족복지학, 42, 113-138.

요인을 통한 접근이 요청된다.

권중돈, 손의성(2010). 노인의 자기인식과 차별경험이

본 연구의 한계를 살펴보면 첫째, 노인실태조사 자료

노인의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49, 81-106.

를 활용하였기에 이차 자료로서 신뢰도, 타당도가 확보
된 척도를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다양한 변인들

남석인(2008). 남성노인의 차별경험이 노인인식 및 노

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노인차별경험을 구체적

년기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족기능

으로 유형화시키지 못함으로 노인차별 현상을 다양하게

과 동년배 관계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노년학,
28(4), 1297-1315.

다루지 못하였다. 일부 연구들은 노인차별을 노동시장에
서의 차별과 같은 제도적 차별과 대인관계 속에서 경험

김귀분, 최연주(2014). 노인의 사회적 요인 및 심리 정서

되는 일상적 노인차별(이지영, 2009)로 구분하거나, 무

적 요인과 죽음불안 관계. 성인간호학회지, 26(5),

시, 기피, 소외 등의 차별현상(원영희, 2005)으로 구체

584-591.

화시켜 분석을 시도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단일 문항

남현정, 이윤정, 김귀분(2012). 노인들이 인지하는 노인

으로 차별을 측정하여 구체화된 논의를 제시하는 데 한

차별 영향요인. 한국간호과학회 학술대회, 303-303.

계가 있다. 차후 연구에서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박선례(2015). 청소년의 가족건강성이 노인차별에 미치

노인차별 척도를 활용하여 다양한 변인간의 관계를 심

는 영향: 노인지식의 조절효과 검증. 사회과학연

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구, 22(1), 279-302.

둘째, 본 연구는 횡단자료를 활용하였기에 변인 간의

박현숙, 양희택, 2013. 장애노인의 차별경험이 생활만족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어 후속연구에

도에 미치는 영향: 장애수용의 매개효과를 중심

는 종단연구를 활용한 명확한 논리적 인과성을 확보할

으로. 장애와 고용, 23(3), 153-174.

필요가 있다.

박현식(2008). 공공부조노인과 일반노인의 노인차별경
험과 우울의 관계. 노인복지연구, 41, 7-26.

셋째, 본 연구의 모집단이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백은령, 노승현(2010). 노령 지체장애인의 생활만족도
에 대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차별경험 및 차
별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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