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과학기술의 발달과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는 인간의 평균수명

을 늘렸으나, 급격한 고령화는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건강문제 등의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국내 노인층의 경우 생존에 필요한 영양수급의 

불균형 뿐만아니라 부실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가능성이 높으

며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하지 못하거나 정기적인 

사회 관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등 사회활동 전반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1]. 또한, 노년기는 질병에 의한 육체

적 통증과 불확실한 미래에 따른 정신적 불안증도 있지만 가장 

빈번한 정서적 문제는 우울증이다[2].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의 감기라고 불릴 정도로 흔한 질환인 우울증은 근심, 

침울, 상실 등의 우울한 심리 상태 및 자살충동, 불면증, 주의력 

감퇴 등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결과로 복합적인 정신적 

증상들을 보인다[3]. 최근 증가되고 있는 노인 우울증에 대한 

관심은 노인의 기능적 저하, 삶의 질 저하 등 신체적, 사회적 

문제들을 동반하기에 그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나[4],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노인은 15% 정도이고 대부분의 노인환

자들은 우울증 치료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5].

이러한 노인우울은 사회자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6], 사

회자본이란 공통의 관심사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자원과 

권한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참여, 규범, 신뢰, 사회적 연결망, 

사회적 지지, 조직 등의 집합체로써[7], 다른 형태의 자본과 마찬

가지로 주어진 구조에 속하는 집단이나 개인으로 하여금 특정 

행동의 유도를 촉진하여 집단공동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8]. 이러한, 사회자본은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건강정보 

등을 원활하게 전달하기도 하며, 사회적 규범을 통해 건강실천 

활동을 권장할 뿐만 아니라 건강관련 위해행위를 억제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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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있기에[9], 우울증 뿐만 아니라 건강증진과 관련된 사회

자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노인의 건강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그 중에서도 구강은 다양한 음식 섭취를 통한 먹는 즐거

움을 선사하며 효율적 대화를 통해 자신감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10]. 또한 구강건

강은 영양섭취와 소화 등에 있어 건강증진을 위한 필수조건이기

에 건강지표로서의 구강위생관리는 중요한 요인이며[11], 안모

를 형성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등 원활한 사회생활과 

심리상태에 영향을 주는 정신건강의 기본 요소이기도 하다[12]. 

특히, 노인의 경우 음식 선택의 범위가 협소하고 식사의 양과 

질이 낮아짐으로써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건강 유지에 어려움이 

있으며, 발음 및 심미적인 기능이 감소되면서 사회생활과 대인관

계에도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노년기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13]. 

구강건강상태란 현재의 구강의 전반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주관

적인 평가로[14], 노인은 구강건강상태가 의례히 나쁘다는 고정

관념을 지니고 있으며 앞으로 남은 수명에 대한 불안감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치과치료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치과치료

를 제대로 받지 않으며, 치과의료 수혜율 또한 낮은 실정이다[15]. 

이러게 열악한 노인의 구강건강상태는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구강건강관리를 통해 쉽게 예방할 수 있기에[16], 이를 개선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노인의 건강관리에 있어 구강건강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

하고, 대표적 정신건강관련 질환인 우울증에 관한 연구[4,5,6,17]는 

주로 사회경제적 특성, 생활습관, 특정질환 및 건강실천행태 

등과 우울증 간의 단순 관련성을 다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사회자본과 우울증의 관계에서 구강건강상태의 영향력 분석

을 통해 급격히 고령화 되어가는 우리사회에서 노인의 정신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정책개발방안에 구강건강관리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한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

사(Community Health Survey, CHS)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설문에 ‘모름’이나 

무응답으로 체크한 결측치를 제외한 총 67,290명을 최종 분석대

상자로 설정하였다.

2. 연구도구 및 방법

본 연구는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원시자료 중 설문조사

의 일반적 특성, 사회자본, 우울증 및 구강건강 관련 변수를 

사용하였다.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에는 2017년 CHS의 설문 문항 중 

성별, 세대유형, 연령, 교육수준, 소득계층 등을 사용하였다. 세대

유형은 연구를 위해 1인가구, 부부를 포함한 1세대가구, 부부+부

모 또는 부부+자녀를 포함한 2세대가구, 부부+자녀+손자 등으

로 구성된 3세대 가구로 세대구분하였다.

2) 사회자본

사회자본은 박보현과 오연재[18]가 제안한 신뢰, 사회참여, 

개인네트워크의 3개 요소를 이용하였다. 신뢰는 2017년 CHS의 

설문 문항 중 ‘우리 동네 사람들은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다’라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사회참여는 비공식적 집단인 자선단체 활동, 

종교활동, 친목활동에 ‘한 달에 1번 이상 참여하는지’라는 문항

을 사용하여, 참여하는 기관이 한 개 이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였다. 개인 네트워크는 친구와 연락빈도와 이웃과 

연락빈도에 대해 일주일에 1회 이상과 아닌 경우로 구분하였다. 

사회자본은 신뢰, 사회참여 및 개인네트워크를 각각 형성 1점, 

비형성 0점으로 구분 처리하여 0~3점으로 점수화하였다.

3) 우울증

본 연구의 우울증 판별도구는 Han 등[19]에 의해 검증되어 

현재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제공되고 있는 9개 항목의 PHQ-9 

(Patient Health Questiojnnaire-9)를 사용하였으며, 각 항목에 

대해 지난 2주간 느낀 정도를 0점(전혀 아니다)~3점(거의 매일)

으로 구분하였다. PHQ-9 점수범위는 0점부터 27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이 높음을 의미한다.

4) 구강건강상태

노인의 대표적 구강문제는 치아상실로 인한 저작 및 발음기능

의 저하, 구강건강상태의 주관적 평가절하에 따른 치과치료의 

미온적 태도이다. 또한, 다수의 연구자[20,21,22]가 객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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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상태의 인식이 관련성 있다고 보고하

였기에 본 연구의 구강건강상태는 2017년 CHS의 구강건강 영역 

문항 중 주관적 구강건강수준, 저작불편 경험여부, 1년간 치과진

료 미수진 여부 및 주관적 치주조직건강수준 등의 주관적 구강건

강상태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각 항목에 대해 건강하다고 응답

한 경우를 1점, 비건강한 경우를 0점으로 처리하여 구강건강상태

를 0~4점으로 점수화하였다.

3. 통계 분석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SPSS for windows version 18.0을 

이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자본, 우울증 및 구강건강상

태의 차이는 t-test와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사화

자본과 우울증 간의 관계에서 조절변인인 구강건강상태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PROCESS macro 1번 모형을 활용한 

부트스트랩(Bootstrapping)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자료분

석은 Hayes[23]이 제안한 PROCESS MACRO for SPSS를 통해 

검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서 제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성별 구성은 남자 41.3%, 여자 58.7%이며, 교육수

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62.79%, 중학교 졸업 15.8%, 고등학

교 졸업 14.4%, 대학교졸업 7.1%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거유형

은 부부를 포함한 1세대 가구가 50.8%이며 1인가구가 25.8%, 

2세대가구 16.3%, 3세대 이상가구 7.1%로 조사되었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자본, 우울증, 구강건강상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자본, 우울증 및 구강건

강상태의 집단 간 차이는 <Table 2>에서 제시하였다. 사회자본

에 있어서 여자가 2.29로 남자 2.26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

며, 부부를 포함한 1세대 동거에서 2.34로 가장 높았으며 3세대와 

2세대가 2.18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연구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증에 있어서는 여자가 

2.96으로 남자 1.99 보다 높았으며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우울증이 높게 나타났으며, 

부부를 포함한 1세대 동거가 2.20으로 가장 낮고 독거노인의 

경우 3.19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구강건강상태는 연령대가 

낮고 가구소득이 많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구강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사회자본과 우울증의 관계에서 구강건강상태의 조

절효과

사회자본과 우울증의 관계에서 구강건강상태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Process Macro를 활용한 부트스트랩을 통해 

확인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분석과정에서 부트스트

랩으로 재추출한 표본수는 5,000개로, 95% 신뢰구간에서 하한

값과 상한값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구강건강을 통제하였을 때 

사회자본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으며(β=-.6338, 

BCCI [-.6676~.6001]), 구강건강상태가 우울증에 미치는 효과도 

유의하였다(β=-.7435, BCCI [-.7642~-.7228]). 또한, 사회자본

과 구강건강상태 간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β=.2270, 

BCCI [.2018~.2522]), 노인의 구강건강상태가 사회자본과 우울

증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구강건강상태의 특정값에서 사회자본과 우울증 간 단순

회귀선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사회자본이 우울증에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27,781 41.3

Female 39,509 58.7

Age

65-69 18,971 28.2

70-79 33,568 49.9

80≦ 14,751 21.9

Household income

< 100 34,508 51.3

100-300 23,403 34.8

300-500 6,313 9.4

500≤ 3,066 4.6

Education level

≦ Elementary school 42,213 62.7

Middle school 10,609 15.8

High school 9,720 14.4

College ≦ 4,748 7.1

Living arrangement

Single household 17,343 25.8

One-generation family 34,169 50.8

Two-generation family 10,968 16.3

Three-generation family 4,810 7.1

Total 67,290 1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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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단순회귀선이 모두 유의하였다<Table 4>. 사회자본과 

우울증 간의 관계에서 구강건강상태가 가지는 조절효과를 보다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크기는 <Figure 1>과 

같이 나타나, 구강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집단이 구강건강상태가 

좋은 집단에 비해 사회자본과 우울증 사이에서 부(-)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Characteristics Categories
Social Capital Depression Oral Health Status

Mean±SD t or F / P Mean±SD t or F / P Mean±SD t or F / P

Gender
Male 2.26±0.84 -6.037

(0.000*)

1.99±3.34 -33.183

(0.000**)

2.41±.1.29 19.704

(0.000)Female 2.29±0.79 2.96±3.99 2.21±1.33

Age

65-69 2.34±0.81
259.895

(0.000)

1.97±3.17
528.644

(0.000**)

2.63±1.30
1630.751

(0.000**)
70-79 2.30±0.79 2.55±3.67 2.30±1.31

80≦ 2.15±0.83 3.32±4.49 1.83±1.20

Household income

< 100 2.25±0.80

39.411

(0.000)

3.08±4.15

466.780

(0.000**)

2.05±1.29

869.889

(0.000**)

100-300 2.32±0.82 2.06±3.28 2.51±1.29

300-500 2.32±0.81 1.85±3.02 2.62±1.29

500≤ 2.24±0.84 1.97±3.14 2.66±1.28

Education level

≦ Elementary school 2.27±0.79

13.308

(0.000*)

2.93±4.05

389.586

(0.000**)

2.07±1.29

1279.397

(0.000**)

Middle school 2.32±0.83 2.11±3.26 2.53±1.27

High school 2.27±0.86 1.91±3.13 2.68±1.26

College ≦ 2.27±0.84 1.61±2.74 2.95±1.20

Living arrangement

Single household 2.26±0.79

137.350

(0.000*)

3.19±4.18

274.770

(0.000**)

2.04±1.30

353.055

(0.000)

One-generation family 2.34±0.79 2.20±3.46 2.43±1.30

Two-generation family 2.18±0.86 2.65±3.82 2.25±1.32

Three-generation family 2.18±0.87 2.63±3.80 2.25±1.30

Total 2.28±0.81 2.56±3.77 2.2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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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Difference of Social Capital, Depression and Oral Health Statu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oefficient

(β)
SE t p

95% BCCI
R2

LLCI ULCI

a (Social Capital → Depression) -.6338 .0172 -36.8188 .0000 -.6676 -.6001

.1004b (Oral Health Status → Depression) -.7435 .0106 -70.3267 .0000 -.7642 -.7228

ab .2270 .0129 17.6317 .0000 .2018 .2522

* Bootstrap N=67,290, BCCI=Bias Corrected Confidence Interval

<Table 3> Moderating Effects of Oral Health Status between Social Capital, Depression

Moderator variable Variables
Coefficient

(β)
SE t p

95% BCCI

LLCI ULCI

Oral Health Status

-1 SD -.9316 .0231 -40.3667 .0000 -.9769 -.8864

Mean -.6338 .0172 -36.8188 .0000 -.6676 -.6001

+1 SD -.3360 .0251 -13.3825 .0000 -.3853 -.2868

<Table 4> Verification of the significance of simple glowing in Oral Health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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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는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노인의 사회자본과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구강건강상태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령화시대 사회문

제로 제기되고 있는 노인 우울증의 개선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구강건강관리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하였다.

성별조사 결과, 사회자본은 여성이 2.29로 남성 2.26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 노인의 경우 은퇴로 인한 사회관계

망의 축소에 따른 결과라 생각된다. 우울증의 경우 여성 2.96으로 

남성 1.99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사회자본이 높은 여성에서 우울

증이 높게 나타난 이러한 결과는, 고령층의 경우 높은 연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우울이 

감소한다는 기존 연구[24]와 상반되는 것으로, 사회자본이 사람

들의 상호작용을 촉진한다고 해서 항상 그것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며[25], 보다 넓은 차원에서 그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측면이 

우호적이지 않을 때도 우울을 초래하기 때문이다[26]. 이에 노인

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정책 수립 시 사회경제적 요소를 

감안한 맞춤형 중재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령에 따른 조사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자본과 구강

건강상태가 감소하는 반면, 우울증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노인층은 연령증가에 따라 원하지 않는 은퇴시기가 도래되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아지며 이로 인해 사회자본이 감소되며, 

또한 급격한 신체적, 사회적 변화로 인해 불안감과 우울증이 

증가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우울증상은 뚜렷한 의학적 문제가 

없이도 신체적 증상을 경험하는 신체화 증상의 위험요소가 될 

수 있기에[27], 육체적 쇠약기인 노인의 우울증 관리 및 예방적 

개입이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나이가 들어 각종 전신질환

에 노출되면 구강의 저작기능이 떨어지고 구강의 면역상태 또한 

저하됨으로 구강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행위들을 더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17].

가구소득에 따른 조사에서, 소득이 낮을수록 우울증이 높고, 

구강건강상태가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빈곤과 같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건강상태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고령층의 우울증이 증가한다는 기존 연구[26]와 동일

한 결과로 저소득 고령층을 대상으로 우울증 개선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사회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동거유형에 따른 조사에서 부부를 포함한 1세대 동거에서 

사회자본은 2.32로 가장 높았으며, 우울증은 2.20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반면, 독거노인의 경우 우울증이 3.19로 가장 높았고 

구강건강상태는 2.04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부부를 포함한 

1세대 동거의 경우 부부 간 쌍방향으로 사회적 지지를 주어 

사회자본은 증가되며, 정서적 안녕감 향상을 바탕으로 우울증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노인의 경우 사회관계망 축소와 

더불어 경제적 능력 상실, 사회적 관계 악화 등의 사회자본 감소

로 인한 우울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8].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제한되고 폐쇄적인 

사회활동으로 인해 사회자본이 급격히 낮아지며, 이는 곧 우울증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Figure 1> Moderating Effect Graph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Vol. 7 No. 3 (Special issue) December 2019

12

본 연구결과, 사회자본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력은 노인의 

구강건강상태에 따라 유의하게 달라져 구강건강상태가 노인의 

사회자본과 우울증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자본이 낮을수록 우울증이 증가하지만 

구강건강상태가 좋을 경우에는 사회자본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우울정도

가 심한 집단이 우울정도가 정상인 집단에 비해 치과 치료의 

필요성을 더 많이 인지하기는 하지만 치과 방문 빈도는 오히려 

낮으며[29], 치과치료의 필요성은 있으나 치료가 진행되지 않은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구강상태로 인한 불편을 감수하며 생활하

기 때문에 그로 인한 우울정도가 더 심해진다고 하였다[30]. 

이에 우울증 개선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치과검진과 적극적인 

치과치료에 필요한 일관성 있는 공적자금 지원 방안을 포함한 

구강건강증진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구강 및 신체건강

은 물론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우울증을 비롯한 노인의 정신건

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사회자본

이 낮은 노인의 경우 구강건강상태의 정도에 따른 우울증 발현 

정도가 더 촉진되기에 지역사회에서는 우울증 예방을 위한 보편

적 예방프로그램의 교육과 함께 우울증 노인을 찾아내고 치료할 

수 있는 사회연결망 구축을 통한 노인의 사회참여, 사회적 신뢰 

등의 노인의 사회자본 확충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노인의 우울증 개선을 위한 구강건강상태의 순기능

을 확인하기 위해 조절효과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우울을 감소시

키기 위해서는 사회자본의 증대와 함께 구강건강상태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우울증 예방을 위한 중재프로그램 개발에서 구강건강상

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도움이 되리라 생각

된다. 또한, 사회자본이 낮은 노인의 경우 구강건강상태의 정도

에 따른 우울증 발현 정도가 더 촉진되기에 사회활동이 미흡한 

노인 대상의 구강기능 관리와 회복을 위한 구강건강증진프로그

램의 개발 및 구현을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공동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사회자본 및 우울증상과 관련하여 주관적 구강건강

상태를 바탕으로 연구하였기에 구강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설명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구강검진을 바탕으로 

직접적인 구강건강상태 측정지표 개발을 통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자본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에서 

구강건강상태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별조사에서 사회자본은 여성이 2.29로 

남성 2.26보다 높게 조사되었으며, 우울증도 여성 2.96으로 남성 

1.99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조사에서는 연령이 증가할

수록 사회자본과 구강건강상태가 감소하는 반면, 우울증은 증가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에 따른 조사에서는 연령이 증가할

수록 사회자본과 구강건강상태가 감소하는 반면, 우울증은 증가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거유형에 따른 조사에서 부부를 포함

한 1세대 동거에서 사회자본은 2.32로 가장 높았으며, 우울증은 

2.20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반면, 독거노인의 경우 우울증이 

3.19로 가장 높았고 구강건강상태는 2.04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

다. 조절효과 분석에서는 구강건강상태는 노년기 사회자본과 

우울증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노인의 사회자본이 우울증에 미치는 효과는 

노년기 구강건강생태의 수준에 따라 유의하게 달라지기에, 사회

활동이 미흡한 노인 대상의 구강기능 관리와 회복을 위한 구강건

강증진프로그램의 개발 및 구현을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사회공동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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