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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구조, 기능, 형태, 가족인식 등 다양한 

측면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이혼율의 

증가로 인해 한부모가구가 증가하고 있다[1]. 통계청의 인구주

택총조사에 따르면 부모 한명과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수의 

비율이 2000년 9.4%에서 2015년 15%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2]. 이 중 여성한부모가 다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남성

한부모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000년부터 2009년

까지 여성한부모의 증가율은 17.3%인데 비해 남성한부모의 

증가율은 28%로 남성한부모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을 알 

수 있다[3]. 이에 정부에서도 2007년 『한부모가족지원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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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하여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양육비 지급, 아

이돌봄서비스, 공공주택지원, 한부모 취업지원 등의 여러 정책

을 시행하고 있으나[4,5],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존재하

고 있다. 

한부모는 양육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 축소 등

의 사회적 배제와 여가생활 단절, 건강불평등으로 인하여 다양

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6,7]. 이로 인하여 정서적 어려움

을 겪게 되고, 원가족과의 관계도 소원해져 불안, 우울을 경험

하게 된다[7]. 2018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의 우

울장애 유병률은 15.5%로 2016 국민건강통계자료의 남녀 평

균인 5.6%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다[8]. 한부모여성은 가장으

로서 생계를 책임지는 동시에 육아를 혼자서 감당해야 하기 때

문에, 자녀 양육의 비용과 시간의 부족으로 상당한 육아 스트레

스를 경험한다[9,10]. 이혼이나 사별을 경험한 한부모여성이 

기혼상태의 여성보다 우울과 양육 스트레스가 높다[11]. 여러 

선행연구에서 여성한부모와 남성한부모의 우울과 양육어려

움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나[1,4,7], 빠르게 증가하

고 있는 남성한부모에 대한 연구가 드물며, 주로 여성한부모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7]. 여러 선행연구에서 소득수

준, 가정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자녀양육어려움, 사회적 차

별경험, 사회적 지지가 한부모의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을 밝혀냈다[1,7,12]. 그러나 한부모의 우울과 관련된 선

행연구들은 한부모의 우울을 개인적 차원으로 이해하는 연구

가 주를 이루며, 가족, 사회적 요인까지 포함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Bronfenbrenner는 ‘환경속의 인간’이라는 개념을 바탕으

로 인간과 환경은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상호교환을 통해서 서

로에게 영향을 형성하며 상호적응을 한다고 보았다[13-15]. 생

태학적 체계이론은 정신건강과 우울을 이해하는데 인구사회

학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며[16], 남자독거노인, 산모, 전쟁을 

경험한 아동과 같은 다양한 연구대상의 우울을 다차원적으로 

파악하는데 적용되어왔다[14,17,18]. 따라서 본 연구는 한부모 

우울의 다차원적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생태학적 체계

이론을 적용하여 개인적 특성 뿐 아니라 그가 속한 가족과 지역

사회 요인을 포함하여 파악하고자 한다[14].

본 연구에서는 환경체계를 Bronfenbrenner의 체계이론에 

근거하여 미시체계, 중간체계, 거시체계 세 가지로 파악하고자 

하며 미시체계는 특정 상황에서의 개인의 행동, 성격, 역할 등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요인, 중간체계는 가족 관련 요인, 거시

체계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관련된 요인을 포함하여 설

명하고 있다[13]. 한부모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대상자이고 남

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 모두 연구에 필요한 충분한 대상자를 

모집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하여 원자료수집의 제한점을 고려

하여 이차분석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2018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자료의 이차분석을 통해서 미시체계의 

개인변인으로 자녀 양육 어려움, 중간체계의 가족변인으로 가

족과의 거리감, 거시체계의 사회변인으로 사회적 차별경험을 

변수로 설정하여 한부모의 우울과 관련된 생태학적 요인을 파

악하고 성별 그룹 간의 차이를 확인하여 성별을 비롯한 한부모

의 특성에 따른 우울 고위험군 조기 판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맞춤 중재 개발의 토대를 마련

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의 우울 관

련 생태학적 요인을 파악하고 성별 그룹 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의 성별 그룹 간의 우울의 

차이를 파악한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의 우울 관련 생태학적 요

인을 파악하고 성별 그룹 간의 유의한 요인을 비교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2018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이차분

석 연구이다. 

2. 원시자료: 2018 한부모가족실태조사

2018 한부모가족실태조사는 여성가족부와 여성정책연구

원의 의뢰를 받아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시행한 조사이다. 

자료의 조사기간은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이며, 자료의 공

표시기는 2019년 12월이다. 본 조사는 혼자 양육과 생계를 전

담하는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확대의 근거자료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6조(실태조사)에 의거하여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실태조사이며, 통계법 제18조 1항에 의해 승인된 일반통계이

다(승인번호 제154016호). 2018 한부모가족실태조사는 8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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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자녀 돌봄, 생활세계 및 사회적 지지망, 경제활동, 건강, 소

득 및 지출, 자녀의 비양육 부모와의 관계 및 양육비, 주거환경, 

지원사업)의 19개 항목과 120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

다. 본 조사는 2,500명의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를 추출하기 위

하여 다단계층화추출법을 이용하였다. 배우자 없이 아동을 양

육하는 전국 한부모를 모집단으로 하여 가구유형(모자가족, 부

자가족)과 17개 시도별로 층화하였다. 표본추출방식은 모자가

족의 비율이 높으므로 부자가족을 가구유형별, 시도별 기대표

본오차가 10% 수준(세종시와 제주도 예외)이 될 수 있도록 40 

가구를 우선 할당한 후에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였다. 표본배정

방식은 전국 동 ․ 읍 ․ 면 중 한부모가구 수가 8가구 이상인 동 ․ 읍 

․ 면을 선정하여 선정된 표본 동 ․ 읍 ․ 면 중 251개를 확률비례추

출하고 추출된 표본 동 ․ 읍 ․ 면내에서 8~15 가구씩 계통추출하

여 가구를 조사하였다[8]. 

3.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8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참여한 

2500명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만 19세 이상의 한부모 중에

서 설문을 완료하지 못한 73명을 제외한 2,42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여성한부모는 1,575명이며 남성한부모는 852명

으로 확인되었다. 

4.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선행문헌을 근거로 한부모 우울에 유의한 관

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연령, 교육 수

준, 소득 수준, 직업 유무, 혼인 상태, 가구 구성, 자녀수를 포함

하였다[1,4,7,12]. 

2) 자녀 양육 어려움 

2018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설문지의 “귀하는 자녀양육과 관

련해 어느 정도 어려움을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을 활용하였

다. 7세 미만 자녀의 경우 1 ‘직접 자녀를 돌볼 시간이 부족하

다’, 2 ‘학습지도에 어려움을 느낀다’, 3 ‘양육비, 교육비용의 부

담이 크다’, 4 ‘자녀를 돌봐줄 믿을 만한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 

5 ‘자녀양육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6 ‘자녀의 생활 지도

에 어려움이 있다’, 7 ‘양육 및 교육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를 포

함한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만 7세에서 18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 1 ‘자녀와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 2 ‘자녀의 학업

성적 때문에 걱정스럽다’, 3 ‘양육비, 교육비용의 부담이 크다’, 

4 ‘자녀의 진로지도가 어렵다’, 5 ‘자녀양육 과정에서 스트레스

를 받는다’, 6 ‘자녀의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다(학교폭력, 음

주, 흡연)’, 7 ‘자녀의 이성 및 성문제로 어려움이 있다’, 8 ‘양육 

및 교육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를 포함한 총 8개 항목으로 구성

되어 있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 문항수가 다르기 때문에 평량 

평균값으로 비교하였고, 자녀가 여러 명이어서 자녀 양육 어려

움 항목에 여러 번 응답하였을 경우 가장 높게 보고된 점수를 

포함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 양육이 어려움을 의미한다. 

3) 가족과의 거리감

2018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설문지의 “한부모가 된 후 귀하

는 다음의 변화를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 ④ 형제, 자매, 또는 

친척과 멀어졌다.” 문항을 활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

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과의 거리감이 큰 것을 의미한다. 

4) 사회적 차별경험

2018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설문지의 “귀하는 한부모가족으

로서 부당한 일이나 차별을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문항을 활

용하였다. ① 이웃주민, ② 학교/보육시설, ③ 가족/친척, ④ 

직장/일터, ⑤ 공공기관 5개 하위 항목으로 나누어 측정하였

다. 각 항목은 1 ‘전혀 차별을 받지 않았다’, 2 ‘차별을 받지 않은 

편이다’, 3 ‘차별을 받은 편이다’, 4 ‘심한 차별을 받은 편이다’, 

8 ‘한부모임을 밝히지 않음’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 ‘전혀 차별을 받지 않았다’와 2 ‘차별을 받지 않은 편이다’를 

0 ‘차별경험 없음’으로 재코딩하였고, 3 ‘차별을 받은 편이다’, 

4 ‘심한 차별을 받은 편이다’를 1 ‘차별경험 있음’으로 재코딩

하였다. 8 ‘한부모임을 밝히지 않음’은 2 ‘한부모임을 밝히지 않

음’으로 재코딩하였다. 

5) 우울 

2018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설문지에서 우울을 측정하기 위

해서 Patient Health Qustionnaire-9 (PHQ-9) 도구를 사용하

였다. PHQ-9 도구는 1999년 Spitzer 등[19]이 개발한 도구로, 

전세계 10개국 이상에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기존의 우

울증 선별도구보다 문항수가 적고 시간이 적게 걸려 검사가 용

이하고 우울증을 선별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평가 도구이다. 

2010년 박승진 등[20]이 한글로 번역한 PHQ-9을 개발하였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지난 2주 동안 느낀 우울의 정

도를 측정하며 ‘전혀 아니다’(0점)부터 ‘거의 매일’(3점)까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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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의 총합은 0~27점 범위로 제시

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한 경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PHQ-9 결과는 0~4점은 우울 아님, 5~9점은 일상생활에 영향

이 없는 가벼운 우울, 10~19점은 일상생활에 영향이 있는 중간

정도의 우울, 20~27점은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심한 우울로 해

석한다[21].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에 영향이 없는 우울은 임

상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우울로 분류하여 0~9점을 비우울군

으로, 10~27점을 우울군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MAC 26.0 프로그램[22]을 이용

하여 세부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가중치를 적용하여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로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성별 그룹 간

의 우울의 차이는 chi-squared test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셋

째, 성별 그룹 간의 생태학적 요인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와 chi-squared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넷째, 한부모 우

울의 생태학적 요인 분석과 성별 그룹 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

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그룹별로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1. 한부모의 성별 그룹 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비교

한부모의 구성은 남성한부모가 37.4%, 여성한부모는 65.3%

를 차지하였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3.13±6.86세였으며, 남

녀 모두 40대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가장 많았다. 월 평균 가

구소득은 221.00±121.99만원이며 소득수준에서 남녀의 차이

를 보였다. 남자는 월 평균 가구소득이 200만원 초과인 경우가 

59.3%인 반면에 여자는 월 평균 가구소득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68.5%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대

상자가 남자는 92.5%, 여자는 82.1%로, 혼인 상태는 이혼이 남

자는 80.5%, 여자는 75.8%로 기타(미혼, 별거, 사별)보다 다수

를 차지하였다. 가구 구성은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남자가 61.0%, 여자가 78.5%로 기타 구성원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보다 다수를 차지하였다. 자녀의 수는 1명인 경우가 남자

는 60.3%, 여자는 52.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인구사회학

적 특성 중에서 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에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항목은 나이(x2=125.92, p<.001), 월 평균 가구소득

(x2=177.24, p<.001), 직업 유무(x2=48.88, p<.001), 가구 구성

(x2=84.60, p<.001), 자녀수(x2=14.49, p<.001)로 확인되었

다(Table 1).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ingle-Parents by Gender

Variables Categories
Total

  100.0%†

 (N‡=2,427)
M±SD

Fathers
  34.7%†

(n‡=852)

Mothers
65.3%†

(n‡=1,575)
x2 (p)

Age (year) ＜40
41~49
≥50

29.0
54.5
16.5

43.13±6.86 15.8
60.4
23.8

35.9
51.3
12.8

125.92 (＜.001)

Education level ≤High school
≥College

63.3
36.7

60.2
39.8

65.0
35.0

  5.51 (.019)

Monthly income
(10,000 won)

≤200
＞200

58.9
41.1

221.00±121.99 40.7
59.3

68.5
31.5

177.24 (＜.001)

Employment status Yes
No

85.7
14.3

92.5
7.5

82.1
17.9

 48.88 (＜.001)

Marital status Divorced
Others

77.5
22.5

80.5
19.5

75.8
24.2

  6.97 (.008)

Family member Parent+children
Parent+children+ others

72.4
27.6

61.0
39.0

78.5
21.5

 84.60 (＜.001)

Number of child 1
≥2

55.1
44.9

60.3
39.7

52.3
47.7

 14.49 (＜.001)

†Weighted percentages calculated by a complex sample analysis; ‡unweighted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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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부모의 성별 그룹 간 우울 비교

PHQ-9 도구 기준으로 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 모두 임상

적으로 우울한 경우보다 우울하지 않은 경우가 유의미하게 더 

많았다. 남자는 우울한 경우가 11.0%, 여자는 17.4%로 한부모

의 성별에 따른 우울은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x2=17.69, 

p<.001)(Table 2).

3. 한부모의 성별 그룹 간 생태학적 요인의 차이 비교

성별 그룹 간 생태학적 요인의 차이를 Figure 1로 나타내었

다. 개인변인인 자녀 양육 어려움의 평균값은 남성한부모는 

2.54 ±0.53점, 여성한부모는 2.54±0.57점으로 성별 그룹 간 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0.33, p=.743). 가족변인

인 가족과의 거리감의 평균값은 남성한부모는 2.52±1.01점이

었으며, 여성한부모는 2.55±1.17점이었으며 성별 그룹 간 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0.67, p=.503). 

사회변인인 사회적 차별경험은 하위질문 별로 다소 상이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동네/이웃주민 분야에서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남성한부모가 16.9%, 여성한부모가 17.4%였으며 성별 

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2=15.29, p<.001). 

학교/보육시설 분야에서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남성한부모가 

17.4%, 여성한부모가 17.0%였으며 성별 그룹 간의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2=23.01, p<.001). 가족/친척 분야

에서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남성한부모가 16.3%, 여성한부모

가 16.4%로 성별 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x2=4.41, p=.110). 직장/일터 분야에서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남성한부모가 13.6%, 여성한부모가 14.9%로 성별 그

룹 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2=9.49, p=.009). 

공공기관 분야에서는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남성한부모가 

14.1%, 여성한부모가 11.5%로 성별 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x2=20.48, p<.001). 한부모임을 밝히지 않

Table 2. Comparison of Depression by Single-Parents' Gender

Variables Categories
Fathers
  34.7%†

 (n‡=852)

Mothers
  65.3%†

(n‡=1575)
x2 (p)

PHQ-9 score 0~9 (Depressed status)
10~27 (Non-depressed status)

11.0
89.0

17.4
82.6

17.69 (＜.001)

†weighted percentages calculated by a complex sample analysis; ‡unweighted number.

Father Mother

Figure 1. Ecological factors related to depression of single-parents by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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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비율은 여성한부모가 남성한부모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높

았으며, 동네/이웃주민 분야에서 한부모임을 밝히지 않은 비

율은 여성한부모가 남성한부모에 비해 약 1.7배, 학교/보육시

설 분야에서 약 3.5배, 가족/친척 분야에서 약 2배, 직장/일터 

분야에서 약 1.6배, 공공기관 분야에서 약 3.6배였다(Table 3).

4. 한부모의 우울 관련 생태학적 요인과 성별 그룹 간 

비교

한부모의 우울 관련 생태학적 요인과 성별 그룹 간의 비교 

결과는 Table 4와 같다. Cox와 Snell R2 값과 Negelkerke R2의 

값은 남성한부모 모델에서는 각각 0.11, 0.21이며 여성한부모

의 모델에서는 각각 0.15, 0.25였다. 남성한부모의 우울에 유의

미하게 관련된 요인은 일반적 특성의 소득과 직업 유무, 개인변

인인 자녀 양육 어려움이었다. 한편 여성한부모의 우울에 유의

미하게 관련된 요인은 일반적 특성에서의 학력, 소득, 직업 유

무, 개인변인인 자녀 양육 어려움, 가족변인인 가족과의 거리

감, 사회변인인 사회적 차별경험에서 가족/친척 항목이었다. 

일반적 특성에서 소득과 직업 유무는 남성한부모와 여성한

부모의 우울 모두에서 유의한 예측 요인이었다. 월 소득이 200

만원 이하인 남성한부모에 비해 월 소득이 200만원 초과인 남

성한부모의 우울 발생 위험은 0.44배이었다(p=.004, 95% CI: 

0.26~0.77). 월 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여성한부모에 비해 월 

소득이 200만원 초과인 여성한부모의 우울 발생 위험은 0.63배

이었다(p=.022, 95% CI: 0.43~0.94). 직업 유무에서의 오즈비

(Odds Ratio, OR)는 남성한부모는 2.36 (95% CI: 1.37~4.08)

이었고 여성한부모는 3.86 (95% CI: 2.78~5.35)이었다. 이를 

통해 소득이 낮을수록, 직업이 없으면 우울 수준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 특성에서 교육 수준은 여성의 우울에

서만 유의한 예측요인이었다. 교육 수준에서 여성한부모의 오

즈비는 0.79 (95% CI: 0.51~0.99)이었고, 이를 통해 여성한부모

의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우울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생태

학적 요인 중 개인변인인 자녀 양육 어려움은 남성한부모와 여

성한부모 모두의 우울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자녀 양육 어려움에서의 남성한부모의 오즈비는 

2.79 (95% CI: 1.73~4.50)이었고, 여성한부모의 오즈비는 2.12

(95% CI: 1.60~2.81)이었다. 이를 통해 자녀 양육 어려움이 클

수록 우울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변인인 가족과의 

거리감은 여성한부모의 우울에서만 유의하였고 오즈비는 

1.51 (95% CI: 1.32~1.73)이었다. 사회변인인 사회적 차별경험 

중 가족/친척 분야에서의 차별 경험이 여성한부모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 항목에서 여성한

Table 3. Differences in Ecological Factors Associated by Single-Parents' Gender

Variables Categories

Fathers
34.7%†

(n‡=852)
Weighted % or M±SD

Mothers
65.3%†

(n‡=1575)
Weighted % or M±SD

x2 or t (p)

Individual factor Difficulty in parenting 2.54±0.53 2.54±0.57 -0.33 (.738)

Family factor A sense of distance from family 2.52±1.01 2.55±1.17 -0.67 (.503)

Society factor Social discrimination experiences
- Neighborhood

No
Yes
Not disclose

75.5
16.9
 7.6

No
Yes
Keep secret

70.0
17.4
12.6

15.29 (＜.001)

Social discrimination experiences
- School

No
Yes
Not disclose

80.9
17.4
 1.7

No
Yes
Keep secret

77.0
17.0
 6.0

23.01 (＜.001)

Social discrimination experiences
- Family

No
Yes
Not disclose

82.6
16.3
 1.1

No
Yes
Keep secret

81.3
16.4
 2.3

 4.41 (.110)

Social discrimination experiences
- Workplace

No
Yes
Not disclose

81.7
13.6
 4.7

No
Yes
Keep secret

77.4
14.9
 7.7

 9.49 (.009)

Social discrimination experiences
- Public institutions

No
Yes
Not disclose

84.7
14.1
 1.2

No
Yes
Keep secret

84.2
11.5
 4.3

20.48 (＜.001)

†weighted percentages calculated by a complex sample analysis; ‡unweighted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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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오즈비는 1.92 (95% CI: 1.23~2.93)이었다. 이를 통해 

가족과의 거리감이 증가하고 가족으로부터의 차별을 경험하

면 여성한부모의 우울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한부모의 우울 관련 생태학적 요인을 파악하고 성

별 그룹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행되었다. 성별 그룹 간 

우울의 차이가 존재하였고, 우울 관련 생태학적 요인의 남녀 간 

차이점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세부적 논의는 다

음과 같다.

본 연구대상자 중에 PHQ-9 도구 점수가 10점 이상으로 우

울군으로 분류된 경우가 남성한부모는 11.0%, 여성한부모는 

17.4%였다. 이는 동일한 PHQ-9 도구를 사용하여 만 19세 이상 

Table 4.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of Depression by Parents' Gender Groups

Variables Categories
Fathers Mothers

adj. OR [95% CI] Wald, F (p) adj. OR [95% CI] Wald, F (p)

Socio-
demographic 
factors

Age (year) ＜40
40~49 (ref.)
≥50

1.18 [0.61, 2.29]

0.71 [0.41, 1.22]

 0.25 (.620)

 1.55 (.213)

1.04 [0.74, 1.45]

1.18 [0.76, 1.83]

0.06 (.808)

0.52 (.471)

Education level ≤High school (ref.)
≥College 1.01 [0.60, 1.72]  0.00 (.964) 0.79 [0.51, 0.99] 4.09 (.043)

Monthly income
(10,000 won)

≤200 (ref.)
＞200 0.44 [0.26, 0.77]  8.30 (.004) 0.63 [0.43, 0.94] 5.26 (.022)

Family member Parent+children (ref.)
Parent+children+others 0.59 [0.32, 1.07]  3.00 (.083) 1.08 [0.65, 1.77] 0.08 (.776)

Number of child 1 (ref.)
≥2 0.74 [0.47, 1.17]  1.67 (.196) 0.99 [0.74, 1.34] 0.00 (.955)

Employment status Yes (ref.)
No 2.36 [1.37, 4.08]  9.54 (.002) 3.86 [2.78, 5.35] 65.57 (＜.001)

Individual 
factor

Difficulty in 
parenting

2.79 [1.73, 4.50] 17.77 (＜.001) 2.12 [1.60, 2.81] 27.02 (＜.001)

Family factor A sense of distance 
from family

1.19 [0.95, 1.49]  2.28 (.131) 1.51 [1.32, 1.73] 34.82 (＜.001)

Society factor Social discrimination 
experiences
- Neighborhood

No (ref.)
Yes
Not disclose

1.24 [0.60, 2.53]
1.62 [0.66, 4.00]

 0.34 (.562)
 1.09 (.297)

1.12 [0.72, 1.74]
1.04 [0.57, 1.90]

0.27 (.605)
0.02 (.889)

Social discrimination 
experiences
- School

No (ref.)
Yes
Not disclose

1.02 [0.52, 1.99]
1.17 [0.18, 7.72]

 0.00 (.952)
 0.03 (.869)

1.22 [0.80, 1.87]
1.05 [0.44, 2.49]

0.83 (.362)
0.01 (.915)

Social discrimination 
experiences 
- Family

No (ref.)
Yes
Not disclose

1.73 [0.92, 3.25]
6.99 [0.30, 161.27]

 2.94 (.086)
 1.47 (.225)

1.92 [1.23, 2.93]
1.55 [0.54, 4.41]

9.09 (.003)
0.67 (.412)

Social discrimination 
experiences 
- Workplace

No (ref.)
Yes
Not disclose

1.12 [0.50, 2.53]
1.61 [0.51, 5.10]

 0.08 (.781)
 0.66 (.418)

1.10 [0.67, 1.79]
0.98 [0.47, 2.02]

0.13 (.719)
0.00 (.955)

Social discrimination 
experiences 
- Public institutions

No (ref.)
Yes
Not disclose

1.04 [0.48, 2.27]
0.10 [0.01, 3.64]

 0.01 (.917)
 1.59 (.207)

0.86 [0.52, 1.41]
1.30 [0.53, 3.18]

0.38 (.537)
0.33 (.564)

Cox and Snell R2 .11 .15

Nagelkerke R2 .21 .25

adj. OR=adjusted 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ref.=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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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의 우울 관련 요인: 성별 그룹 간 차이를 중심으로

성인의 성별에 따른 우울감 경험률을 조사한 2017 국민건강영

양조사 결과에서 남녀 각각 9.1%, 16.5%인 것과 비교하였을 

때,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의 우울이 더 흔함을 알 수 있

다[23].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부모 대상 복지

서비스를 살펴보면 크게 임신 ․ 출산, 양육 ․ 돌봄, 시설 ․ 주거, 교

육 ․ 취업, 금융 ․ 법률 크게 5개의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24], 정신 건강 정책은 미비한 수준이다. 국내 정신건강 사업

과 연계하여 생태학적 체계이론에 기반한 한부모를 위한 통합

적인 정신건강사업 수립 및 제공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데, 개인적 차원에서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행복e음 보건복지통합전달체계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간호사가 주도하여 한부모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한부모 중에서 우울의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정신건강 간호사가 선별된 우울 고위험군 한부모를 

대상으로 심층사정평가 및 전문적인 교육과 상담 ․ 치료를 제공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가

족적 차원에서 한부모와 상호의존적으로 접하게 관계를 맺

고 있는 한부모 가정 내의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우울 

고위험군 선별이 필요하며, 나아가 사회적 차원에서 정신건강 

간호사가 주도하여 사례관리와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복

지센터, 의료기관과 같은 지역사회 내의 지지체계 활용을 통한 

적극적인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양육과 생활 전반에서 느끼는 어려

움이 더 크기 때문에 우울의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해석된다

[7]. 사회적 차별경험도 모든 분야에서 남성한부모보다 여성한

부모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한부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는 실정이다[6,7,25]. 이러한 사회적 배제 및 차

별경험의 누적은 여성한부모로 하여금 스스로 한부모임을 밝

히지 않는 동기로 작용하였을 것이며, 이는 본 연구결과에서 한

부모임을 밝히지 않은 비율이 남성한부모보다 여성한부모가 

더 높은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남성한부

모와 여성한부모가 경험하는 차별경험을 고려하여 사회 전반

에 걸친 한부모에 대한 인식 개선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

며, 아울러 지역사회 차원에서 한부모에 대한 차별 방지를 위

한 교육 ․ 홍보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가족과의 거리감과 가족/친척 분야에서의 사회적 차별경험

은 여성한부모의 우울 관련 요인이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가

족과의 유대감이 강하고 가족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기 때문

이라고 생각된다.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족지지

가 가족 스트레스와 우울 사이의 유의한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밝혀내고 중년여성의 우울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가족

기능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함이 강조되었다[26]. 마찬가지로 

중년여성의 우울과 가족지지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가

족지지와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건강행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우울을 경험할 확률이 낮은 것을 보고하였고, 특히 혼자 

사는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족지지 증진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27].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가족지지는 

노인의 우울 감소를 위한 중요 요소이기 때문에 가족차원의 탄

력성 강화를 통한 가족지지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사회적 관계

망 확장을 위한 노인운동 프로그램, 노인대학, 웃음치료 프로

그램 등을 제언하였다[28]. 그러나 한부모를 대상으로 가족관

계 및 가족지지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으로, 관련 선행연구

의 제언을 기반으로 하여, 가족기능 강화와 가족탄력성 증진을 

위한 가족 구성원이 참여하는 우울 예방 교육과 가족상담 프로

그램을 제언한다. 이와 같이 가족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다차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서 생태학적 체계이론의 관점으로 통합

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일반적 특성 중 학력 수준은 여성한부모 우울에서만 유의한 

예측 요인이었는데, 현재까지 한부모의 학력수준에 대한 연구

는 부족하여 이에 대해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결과 남

녀 모두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과반수 이상

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주로 학력 단절이 대학교와 같은 고

등교육으로의 진학시기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녀

의 학력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력 수준이 여

성한부모의 우울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주로 여성한부

모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서 학업 중단을 겪게 되고, 이로 인

해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거나 취업 시 불리한 상황을 경험

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논의에서처럼 사회경제적 취약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29]. 정책적으로 한부모의 학

력 단절을 막기 위한 육아휴학 제도를 마련하고, 학습비 지원 

등을 통해 학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의 상황에 맞추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필요시 방문 교육 서비스 제공도 

고려해야 하며, 평생학습센터와 같은 사회적 지지체계를 적극

적으로 활용하여 한부모의 학업 중단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

해야 할 것이다.

소득과 직업 유무는 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 모두의 우울

에서 유의한 관련 요인이었는데, 이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

는 바이다. 한부모가정은 일반가정보다 소득이 낮았으며, 소득

이 낮을수록 우울 및 자녀 양육 어려움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44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이효진 · 박수빈 · 김희정

되고 있다[1,4,5]. 직업이 없으면 우울할 확률이 높았는데 한부

모는 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사회적 지지 자원의 부족[7]으로 임

시직과 계약직과 같은 낮은 고용지위를 가질 가능성이 크기 때

문에, 한부모를 위한 맞춤 취업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이를 위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률」에 근거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

제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개개인의 한부모의 특성을 파악하

여 맞춤형 취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구체적인 취업계획을 바

탕으로 진로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을 제공하고 취업방해요

인 해소를 위한 복지 프로그램 연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취업 준비과정과 취업 활동을 위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취업 이후에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

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녀 양육 어려움 또한 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 우울 모두

에서 유의한 예측 요인이었다. 이는 한부모의 자녀 양육 스트레

스가 우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의 결과와 일

치한다[7]. 2018 한부모가족실태조사의 자녀 양육 어려움을 측

정하기 위해서 양육비, 교육비, 학업 ․ 진로 지도, 생활지도, 자

녀와의 의사소통 등 다양한 영역을 조사하였으나, 이처럼 자녀 

양육 어려움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한부모의 양육 어려움 해소를 위해 양육비를 지원하고, 

‘아이돌보미’와 같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양육비는 자녀 

1인당 20만원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

고, 한부모가족의 복지요구를 충족시키기에도 부족한 실정이

다[30]. 외국 여러 나라에서는 양육비뿐만 아니라 아동수당, 부

모수당, 아동보호수당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30]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양육비 지원 종류의 다각화를 통한 

자녀 양육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 학업지도 및 진

로지도 등 자녀 교육과 관련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돌

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한부모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자녀의 연령에 따른 돌

봄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을 다각화하여 한부모가정 자녀의 

전반적인 생활 안정과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

다. 사회적 차원으로 나아가서는 공동육아나눔터, 한부모 지지

모임 등을 통해서 한부모의 양육 관련 사회적 지지체계를 마련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2018 한부모가족실태조사를 활용한 이차분석 연구로, 변수의 

조작화에서 한계점을 가진다. 자녀 양육 어려움을 측정하는 문

항에는 양육비 및 교육비,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양육 및 교육 

관련 정보 부족,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의 연령에 따라 문항수가 다르기 

때문에 평량 평균값으로 비교하여 내용의 다양성 반영에 한계

가 있다. 또한 한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개개인의 양

육 어려움 점수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만을 비교하였기 때문에 

자녀수를 반영하지 못하여 자녀수의 차이에 따른 차이를 파악

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가족과의 거리감 문항 또한 한 

문항만으로 측정하여 다양한 가족구성원과의 관계와 상호작

용을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둘째, 남성한부모와 여성한

부모의 대상자 수 차이로 인한 한계가 존재한다. 실제로 여성한

부모의 수가 남성한부모보다 많아 연구의 진행에 있어 표본 수

의 차이로 인한 오류를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였다. 셋째, 본 연

구에서 사용한 우울 측정도구인 PHQ-9는 지난 2주간의 우울

을 측정하기 때문에 우울의 연속성을 측정하는데 한계를 가진

다. 또한 자녀 양육은 장기적이고 다면적인 과정이기에 대상자

를 우울군과 비우울군 두 그룹으로 단순화하여 분석하는 것은 

해당 현상의 단면만 관찰할 수 있는 해석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본 연구가 갖는 연구, 실무, 건강 정책적 의의는 다음

과 같다. 본 연구는 한부모의 우울 관련 요인을 생태학적 이론

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한

부모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연구도 지속적

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개인적인 문제로만 판단하여 연구가 시

행되어 왔다. 본 연구를 통해 한부모의 우울과 관련된 생태학적

인 요인을 파악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간호 실무 측면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한부모의 실정에 맞는 중재개발의 필요성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한부모의 정신건강문

제를 선별하고 이에 맞는 우울 중재 프로그램 및 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부모뿐 아

니라 자녀를 포함하는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중재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

는 한부모를 대상으로 개인적 차원의 건강문제와 사회적 자원

을 아우르는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한부모를 위한 정책 개편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 또한 

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한부모가

구를 좀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으며, 부모 성별맞춤형 중재 

개발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부모의 우울과 관련된 생태학적 요

인에 대한 추후 연구 방향과 실무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생태학적 체계이론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차분

석 연구의 한계로 인하여 3개 체계의 관련성과 상호 작용에 대

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가적인 자료수집을 통

해서 구조 분석을 적용하여 한부모의 우울과 관련된 생태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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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간의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자녀 양육 어려움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질적연구

를 제언하며, 가족으로부터 받는 차별의 종류, 강도, 그 결과로

의 가족 간의 갈등 등을 포함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한부모가 본인을 한부모임을 밝히는 

과정에서 겪는 사회적 차별에 대한 추가적 탐색연구가 필요하

며 분야별 차별경험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관련 주제

에 대한 질적연구 및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한부모의 우

울을 종단적 추적관찰을 하여 세부적인 요인을 구분하여 연구

를 진행하여 심도 있는 현상 탐색을 제언한다.

결 론

본 연구결과를 통해 한부모의 성별에 따른 우울의 생태학적 

요인의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한부모의 성별을 고려한 중재 개

발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부모의 정신건강을 위한 개

인 ․ 가족 ․ 사회적 차원의 관심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다차원의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한부모뿐 아니라 자

녀를 포함한 전체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프로그램 및 

중재 개발의 중요성과 각 한부모가정의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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