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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맘과 정신건강: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이용(2016년)
김경중, 유준현*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교실

Single Mothers and Mental Health in South Korea: The Seven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ry, 2016
Kyoung-Jung Kim, Jun-Hyun Yoo*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Background: Recent studies indicate that single mothers are at a greater risk for mental illness as compared to married mothers.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single motherhood and mental health in South Korea has not been adequately studied. This study was aimed at comparing
major depressive disorder (MDD) and other mental health problems in single and married mothers in South Korea.
Methods: We analyzed data from the 2016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In this cross-sectional study, the data of 1,770
subjects were analyzed. MDD was assessed using the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We used chi-square tests to evaluate subjects’ general attributes
and mental health (MDD, perceived stress, suicidal ideation, and counseling for psychological problems).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ingle motherhood and MDD.
Results: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single mothers were at an increased risk for MDD as compared to married mothers; single mothers had greater
odds of MDD (odds ratio, 1.68; 95% confidence interval, 1.06–2.67) after adjusting for all covariates.
Conclusion: According to the results, single South Korean mothers are at a higher risk for MDD than those who are married. With this study having
identified single mothers as a vulnerable group, targeted interventions to improve their mental health must be developed.
Keywords: Single Mother; Depression; Suicide; Mental Health

서론

조어로 이혼을 하거나 독신인 여성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않은 상
태에서 아이를 낳아 혼자 양육하는 경우를 일컫으며 동일한 경우의

한부모 가정이 아시아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

남성들은 ‘싱글 대디(single daddy)’라고 부른다. 한부모는 배우자가 있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사회에

는 경우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 질환에 대한 위험이 높으며,4) 주관적

서도 한부모 가구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한부모 가구 수

건강 만족도가 낮다.5) 특히 싱글맘은 싱글 대디에 비해 정신건강이

는 2006년 142만, 2016년 153만 가구였으며 이 중 편모와 미혼자녀로

더 취약하다.6) 싱글맘은 불안 장애, 주요 우울 삽화, 약물 사용, 자살

구성된 가구는 95만 가구였다. 이 현상은 한국에서 가족 구조와 기

사고에 대한 위험이 높았다.7)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

능의 변화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3)

tion)에서는 주요 우울증은 장애를 일으키는 두 번째 원인이고, 2020

1)

2)

‘싱글맘(single mom)’은 ‘싱글 마마(single mama)’를 줄여 이르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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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까지 세계의 질병 부담에 기여하는 질병 순위 중 4위라고 하였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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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주요 우울증은 공중 건강의 중요한 이슈이다. 아시아 사회에

있습니까?”로 설문하였고 “예”와 “아니오”로 답변하였다

서 싱글맘을 대상으로 정신적 질환에 유병률을 비교한 연구들이 있

본 연구에서는 흡연 여부, 음주 여부, 신체 활동도를 고려하였으

으나 한국 싱글맘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한국

며, 이는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되었다. 흡연은 현재 흡연하고 있거나

싱글맘에서 주요 우울증과 그 외의 정신건강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

평생 100개피 이상, 음주는 최근 1년간 한 달에 1번 이상, 신체 활동도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는 평소 최소 10분 이상 중강도의 스포츠, 운동 및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방법

경제적 상태, 교육 수준, 직업이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고려하였다.
경제적 상태는 가구 소득 사분위수를 기준으로 상, 중(중하, 중상 포

1. 연구대상

함), 하로 구분하였고, 교육 정도는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2016년도 1차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19세 이상 여성 중에서 세대구성이 편부모와 미혼자녀, 부부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직업은 사무직, 현장직, 단순노무
직, 무직(전업 주부 포함)으로 분류하였다.

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구를 대상으로 결측값과 모름 및 무응
답, 비해당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1,770명이 최종 분석 대

3.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 17.0 (IBM Co., Armonk, NY,

상자로 선정되었다.

USA)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인구학적 특성
2. 변수의 정의

에 따른 연구 대상자의 특성의 빈도와 백분율을 비교에는 카이제곱

건강설문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가구조사 항목에서 “세대 유형은

검정과 t-test를 이용하였다. 싱글맘과 주요 우울증, 그 외 정신건강

다음 중 무엇에 해당합니까”라는 질문에 “편모+미혼자녀”로 대답한

(스트레스 인지율, 자살 생각, 자살 계획, 정신 상담 경험)의 관련성은

경우를 싱글맘군으로 정하였으며, “부부+미혼자녀”로 대답한 경우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우울증에 대해 모

를 기혼모군으로 하였다.

델 1은 연령, 가정의 경제적 상태로 보정하였고, 모델 2로 모델 1의 보

종속변수인 주요 우울증은 건강행태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우울

정변수와 직업, 알코올 사용, 흡연, 교육 수준, 신체 활동도, 스트레스

증선별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 [PHQ-9], 성인) 항목의 9문

인지율을 보정한 후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모든 분석

항의 합산 점수를 이용하였다. PHQ-9은 DSM-IV의 우울증 진단기

은 5% 유의수준에서 양측검정을 시행하였다.

준에 해당하는 9가지 항목으로 구성되고, 최근 2주 동안 얼마나 이
러한 문제를 자주 겪었는지 알아보는 도구이다.9) 반응은 0 (전혀 아

4. 연구 윤리

니다), 1 (여러 날 동안), 2 (일 주일 이상), 3 (거의 매일)의 4척도로 평가

본 연구 프로토콜은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검토와 승인(IRB no.

한다. 점수 범위는 0–27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0–4점은 우울증이

2018-03-122)을 거쳤으며, 본 연구에 활용된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

아님, 5–9점은 가벼운 우울증, 10–19점은 중간 정도 우울증, 20–27점

사 자료의 설명 후 동의는 조사 대상자가 등록될 때 모두 이루어졌

은 심한 우울증으로 평가한다. 10점 이상인 경우 주요 우울증 진단

다.

9)

10)

을 위한 최적 절단점(cut-off score)으로 권고하지만, 18개 검증 연구
9)

가 포함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는 주요 우울증 진단을 위한 PHQ-9

결과

최적 절단점을 8–11점으로 허용 가능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
11)

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 우울증 진단의 최적 절단점을 8점으로 사용
하였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은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싱글맘과 기혼모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이”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분율로 정하였다. 자

싱글맘은 총 354명(20.8%)이었고, 기혼모는 총 1,416명(79.2%)이었

살 계획 여부는 “최근 1년 동안 자살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다. Table 1에서 연령은 대상자의 현재 나이이며, 응답자 중 싱글맘의

적이 있습니까?”, 자살 시도 여부는 “최근 1년 동안 실제로 자살 시도

평균 나이는 46.4±1.15세, 기혼모의 평균 나이는 40.9±0.38세였다

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신문제 상담 경험은 “최근 1년 동안 정신

(P<0.001).

적인 문제 때문에 방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담을 받아본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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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Variable

Single mothers (n=354)

Married mothers (n=1,416)

All (n=1,770)

P-value

46.4±1.15

40.9±0.38

42.1±0.40

<0.001

Low

119 (34.3)

254 (18.4)

373 (21.7)

Middle

168 (46.7)

762 (54.2)

930 (52.6)

66 (18.9)

395 (27.5)

461 (25.7)

100 (28.8)

160 (11.6)

260 (15.1)

Age (y)

<0.001

Income

High

<0.001

Educational levels
Middle school or below
High school

125 (40.7)

523 (41.7)

648 (41.5)

Above college

105 (30.6)

684 (46.7)

789 (43.3)

Unemployed

149 (42.4)

656 (47.9)

805 (46.8)

White color

715 (42.0)

Occupation

0.024
137 (42.6)

578 (41.8)

Blue color

10 (2.7)

48 (3.8)

58 (3.6)

Pink color

34 (12.3)

85 (6.4)

119 (7.6)

Physical activity

0.001

No

1,285 (75.6)

266 (42.4)

1,019 (73.3)

Yes

411 (24.4)

63 (16.9)

348 (26.3)

No

292 (84.3)

1,302 (92.5)

1,594 (90.8)

Yes

53 (15.7)

105 (7.5)

157 (9.2)

No

146 (45.1)

597 (45.3)

743 (45.2)

Yes

157 (54.9)

687 (54.7)

844 (54.8)

<0.001

Smoking

Alcohol use

0.97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unweighted number (weighted %).
P-values were estimated by chi-square test and t-test.

18.4%로 싱글맘이 기혼모에 비해 소득 사분위 ‘하’인 비율이 더 높았

Table 2. Comparison of MDD and other mental health between single
mothers and married mothers
Married mothers
(n=1,416)

P-value

58 (17.0)

114 (8.3)

<0.001

Feel more

114 (33.2)

419 (29.6)

Feel less

230 (66.8)

988 (70.4)

Yes

8 (1.9)

12 (1.1)

No

337 (98.1)

다(P<0.001). 교육 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인 비율이 싱글맘은 28.8%,
기혼모는 11.6%로 싱글맘이 기혼모에 비해 중학교 졸업 이하인 비율
이 더 높았다(P<0.001). 직업은 무직이거나 전업주부인 경우 싱글맘
은 42.4%, 기혼모가 47.9%로 싱글맘에서 직업 활동을 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P=0.024),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은 싱글맘에서
12.3%로 기혼모(6.4%)에 비해 2배가량 높았다(P=0.024).
신체활동을 하는 비율은 싱글맘이 16.9%, 기혼모는 26.3%로 싱글
맘에서 비율이 더 낮았으며(P=0.001), 흡연율은 싱글맘에서 15.7%로
더 많았다(P<0.001). 음주(P=0.975)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2. 연구 대상자에서 주요 우울증과 그 외 정신건강의 비교

Table 2는 연구 대상자의 주요 우울증과 그 외 정신건강을 카이제

Variable
MDD

Single mothers
(n=354)

Perceived stress

0.293

Suicide plan

0.358
1,395 (98.9)

Suicide attempt

0.111

Yes

2 (0.2)

No

343 (99.8)

7 (0.7)
1,400 (0.7)

Counseling for
psychological problems

0.291

Yes

22 (5.9)

No

322 (94.1)

1,350 (95.8)
57 (4.2)

Values are presented as unweighted number (weighted %).
MDD, major depressive disorder.
P-values were estimated by chi-square test.

곱검정으로 비교한 결과이다. 주요 우울증의 비율은 싱글맘에서
17.0%로 기혼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01). 스트레스를 더 많

3. 싱글맘과 주요 우울증과의 관계

이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과 자살 계획, 정신문제 상담 경험

싱글맘과 주요 우울증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다변량 로지스

은 싱글맘에서 그 비율이 높았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자살 시

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분석 결과 기혼모에 비

도 또한 유의하지 않았다.

해 싱글맘에서 주요 우울증과의 관련성이 유의하게 높았다(odds 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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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ssociation between single mothers and major depressive
disorde
Unadjusted
Married mothers
Single mothers

Model 1

1

Model 2

1
a

2.27 (1.54–3.30)

2.07 (1.40–3.06)

싱글맘의 정신건강 문제의 높은 유병률을 설명하기 위해 재정적
인 문제, 실업, 사회적 지지의 부족, 자녀 양육 부담 등 몇 가지 요인이

1
a

다.21)

b

1.68 (1.06–2.67)

Values are presented as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Model 1: adjusted for age, economic status. Model 2: adjusted for age, economic status, occupation, alcohol, smoking, education, physical activity, stress.
a
P<0.001, bP<0.05.

제안되었다. 이 중 재정적 어려움과 사회적 지지는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였다.22) 심각한 건강문제에도 불구하고 싱글맘은 가정의 생계
를 위해 경제적 및 기능적인 활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 때 배우
자의 도움이 부족한 것과 관련이 있다.15)
본 연구는 대상군 수가 적고, 연구 대상인 싱글맘 집단의 특성상

tio [OR], 2.27). 모델 1의 경우 성별과 경제적 상태를 통제한 상태에서

미혼, 사별, 별거, 이혼 등의 결혼 상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비교군보다 싱글맘에서 주요 우울증이 2.07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다. Afifi 등23)의 연구에 의하면 미혼모(never-

났고(OR, 2.07), 모델 2에서 성별, 경제적 상태, 직업, 음주, 흡연, 교육

married)는 기혼모(married women)와 정신건강의 프로파일이 비슷

수준, 신체활동도, 스트레스를 통제한 분석에서 싱글맘에서 주요 우

하나 별거/이혼한 여성의 경우 불안 장애, 우울증의 위험이 높았다.

울증이 1.68배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OR, 1.68).

따라서 정신병리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우울증의 결과가 과소 평가
되거나 과대 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단면 연구인 관계로 싱글

고찰

맘과 우울증 사이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으며, 싱글맘의 자
녀수, 자녀 나이 등의 자녀에 대한 정보 부족, 자기 기입식 설문방식

본 연구는 19세 이상 싱글맘을 대상으로 PHQ-9를 이용하여 우울

이기 때문에 설문문항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정확한 정보를 반영

증의 유병률과 그 외의 정신건강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싱글맘이 늘어나고 있고

결과 싱글맘에서 주요 우울증의 위험이 기혼모에 비해 더 높았다. 이

싱글맘의 기본적인 건강행태와 사회경제적인 특성을 확인하였으며

12-15)

싱글맘은 기혼모에 비해

우울증과의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의 기초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

평균 교육 수준이 더 낮았으며,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이 높았다. 싱

다. 우울 증상이나 우울증 진단여부가 아닌 우울증 진단 척도인

글맘은 가정의 주요 수입원이기 때문에 기혼모에 비해 경제적인 생

PHQ-9을 통해 현재 우울증 여부를 조사했다는 점에서 이전 연구와

산성이 더 높다는 맥락과 같다. 전일종사(full time)하는 여성은 일

차별점이 있다. 앞으로 한국 싱글맘에서 우울증 외에 정신적 질환에

하지 않는 기혼모에 비해 임상적인 우울증의 위험이 더 높으며 특히

대한 추가 연구와 기여 요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

는 이전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16)

17)

싱글맘의 경우 두드러진 결과를 보인다. 싱글맘은 업무과중, 정체

를 통해 가족 구조와 기능의 변화하는 한국 사회의 변화에 발 맞추

성 파괴, 즐거움, 안정성 결여, 불만족한 관계로 평가하는 직무 스트

어 정신건강 질환의 취약 계층인 싱글맘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에 대

레스(work strain)를 2개 이상 자주 경험한다고 한다. 음주는 싱글맘

한 평가와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7)

과 기혼모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기혼여성이 이혼, 별거, 사별한
경험이 있는 기혼 여성의 경우 미혼 여성에 비해 알코올 질환의 유병

요약

18)

률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음주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알코올 사용 질환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싱글

연구배경: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싱글맘의 비율이 증가하며 편

맘의 흡연율에 대한 이전 연구들을 보면 싱글맘은 기혼모에 비해 흡

모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싱글맘과 정신건강

19-21)

연율이 높으며 증가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도 싱글맘에서 흡연율

의 관련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유의하게 높았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1,184명의 싱글맘을 대상

방법: 국민건강영양조사 2016년도의 설문 및 계측 결과를 바탕으로

으로 수행된 연구에서 싱글맘의 흡연율은 46.3% (confidence interval,

19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우울증선별도구(Patient

43.5%–49.1%)였으며 기혼모에 비해 2.4배 정도 높았다. 싱글맘에서

Health Questionnaire-9)를 이용하여 주요 우울증을 평가하였으며,

흡연은 젊고, 교육 수준이 낮고,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렌탈형 주택

그 외 스트레스인지율, 자살계획, 자살시도, 정신문제 상담경험은 설

20)

20)

에 사는 경우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신건강, 흡연을 하는

문문항으로 확인하였다.

친구의 비율, 흡연을 시작하는 나이가 흡연 상태에 강한 연관성이 있

결과: 싱글맘에서 가구소득이 더 낮았으며(34.3% vs. 18.4%) 교육 수

으며, 싱글맘이라는 가족구성 자체는 흡연과 약한 연관성을 보인

준 또한 낮았다(중학교 졸업 이하 28.8% vs. 11.6%). 싱글맘에서 경제

334

www.kjfp.or.kr

Korean J Fam Pract. 2019;9(4):331-335

김경중, 유준현. 싱글맘과 정신건강

활동을 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은 싱
글맘이 2배가량 높았다(12.3% vs. 6.4%). 신체활동은 싱글맘에서 더
낮았으며, 흡연율은 싱글맘에서 더 높았다. 주요 우울증의 유병률은
싱글맘에서 17.0%로 기혼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관련성이
2.27배 유의하게 높았다.

결론: 19세 이상 싱글맘은 기혼모에 비해 주요 우울증의 위험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심단어: 싱글맘; 우울증; 자살; 정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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