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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년여성과 년남성의 우울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악하기 하여 시도하 다. 상자는 

년여성 114명, 년남성 125명 총 239명이었으며 측정도구는 스트 스, 자아존 감  우울에 한 설문지를 이

용하 다. 자료분석은 SPSS 18.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X2-test, Analysis of Covariance,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 다. 연구결과, 년여성의 경우 스

트 스(ß =.387, p<.001), 자아존 감(ß =-.249, p<.05), 건강상태 인지(ß = -.191, p<.05)가 우울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의 43.1%를 설명하 다. 년남성의 경우 자아존 감(ß =-.429, p<.001), 스트 스(ß =.322, 

p<.001)가 우울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의 56.0%를 설명하 다. 본 연구결과는 년여성과 년남

성의 우울을 감소하기 한 재 개발에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 우울, 스트 스, 자아존 감, 년여성, 년남성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depression.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questionnaire from the sample of 114 middle-aged women and 125 middle-aged men.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lf-report questionnaires, which were constructed to include stress, 

self-esteem, and depression.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ies, means, X2-test, Analysis of Covariance,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 18.0.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depression for middle-aged women were stress(β=.387, p<.001), self-esteem(β=-.249, p<.05), 

health perception(ß = -.191, p<.05), explaining 43.1% of the variance in depression.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depression for middle-aged men were self-esteem(ß =-.429, p<.001), stress(ß =.322, p<.001), 

explaining 56.0% of the variance in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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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우리나라의 년기 인구 

비율은 2005년 25.3%에서 2010년에는 30.8%로 차 증

가하고 있다[1]. 생애주기에서 년기는 앞으로 삶의 

기가 따르는 즉 여러 유형의 상실, 삶의 한 환 등

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다[2]. 특히 만 40세 이상 만 65

세 미만의 년기 여성과 남성에서 우울증은 최근 심각

하게 두되고 있는 사회문제  하나인 자살에 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 

우울은 기분의 하, 의욕이나 흥미상실, 죄의식이나 

무가치감, 수면장애, 식욕장애, 에 지 하 그리고 집

력 하를 보이며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심각한 지장

을 주는 상태를 의미한다[4]. WHO는 우울증이 다양한 

정신장애  정신건강  질병부담이 높은 질환에 해당

하며 2030년에는 유병률 1 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망

하 다[5]. 년여성은 폐경으로 인해 격한 신체  노

화와 폐경증상이 발생하고 가족 내 역할의 변화 등으로 

인해 우울증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 년남성의 경우에서도 우울장애 유병률이 

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한국문화에 있어 남

성의 감정표 은 나약함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우울정서

를 숨기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분노나 공격 인 행동

으로 표 되기도 한다[7]. 우리나라에서 년기는 생산성

을 담당하는 추  세 이며 이 시기의 우울은 개인과 

가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 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험요인에 한 정확한 악과 리를 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년여성과 년남성의 우울은 사회심리  요인인 스

트 스와 련이 있으며 우울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8]. 년여성의 경우 생활사건 스

트 스는 우울에 향을 주고[9], 년남성의 경우에서도 

심리  기감은 우울의 주요 요인이 되어 왔으며[10] 가

족스트 스도 우울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7]. 

년여성과 년남성에서 스트 스에 한 극 인 조

은 효과 인 우울 리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인지  요인인 자아존 감은 년여성의 우울 

수 을 낮추어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되어 왔으며[11] 

년남성의 경우에서도 자아존 감이 낮을수록 우울 정

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12] 년여성과 년남성

의 자아존 감을 향상시켜  수 있는 재 로그램의 

개발은 년세 의 우울을 방하고 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한 성인남녀의 우울증과 련된 인구사회학  요인

으로는 교육수 , 건강수 , 가족 계  사회 계 만족

도가 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 , 건강수 , 

인 계의 요인들은 그 수 이 낮을수록 우울증을 지속시

키거나 우울증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13, 14]. 따라

서 이들 개인  특성이 년여성과 년남성의 우울에 

미치는 향을 정확하게 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 까지의 연구에서는 신체 , 정신 으로 많은 변화

를 경험하게 되는 년여성이나 혹은 년남성만을 상

으로 하여 우울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 다. 

년여성과 년남성의 우울에 향을 미치는 향을 스

트 스와 자아존 감을 주요 변수로 두고 함께 비교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년여성과 년남성

을 상으로 한 인구사회학  특성, 스트 스  자아존

감이 우울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년여성과 년남성의 우울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함으로써 건강한 년기 응

과 년기 우울 감소를 한 간호 재 개발의 기 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 은 년여성과 년남성을 상으로 

스트 스, 자아존 감  우울 간의 계를 악하고 나

아가 우울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 으며,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1) 년여성과 년남성의 인구사회학  특성, 스트

스, 자아존 감  우울 정도를 악한다.

2) 년여성과 년남성의 스트 스, 자아존 감  

우울 간의 상 계를 악한다.

3) 년여성과 년남성의 우울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을 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년여성과 년남성의 스트 스, 자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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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우울과의 계를 악하고 우울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상은 구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만 40

세～64세의 여성과 남성을 편의표집 하 다. 자료 수집

은 본 연구의 목 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상

자에게 2013년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루어졌다. 상

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 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경우 자가보고 설문지를 배부하여 직  작성하도

록 하 다. 년여성 114명, 년남성 125명 총 239명을 

최종 분석 상으로 하 다.

2.3 연구도구

2.3.1 지각된 스트레스
지각된 스트 스 척도(Perceived Stress Scale, PSS)

는 Cohen, Kamarck  Mermelstein(1983)이 개발한 척

도를 Cohen과 Williamson(1988)이 요인분석을 통해 단

축형으로 수정한 것으로 이정은[15]이 번안한 척도를 사

용하 다. 이 척도는 삶에서 경험하는 상황이 스트 스

로 지각되는 정도를 측정한다. 질문은 10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고, 각 문항들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측할 수 

없고, 통제 불가능하고, 고도한 부담이 느껴지는지에 

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 경험되는 스트 스 수

에 한 직 인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떤 특

정 사건 경험보다는 일반 인 상황과 맥락에 을 두

고, 일반  성향에 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5  리

커트형 척도로 4, 5, 7, 8문항은 역문항이다. 총 10 에서 

50 까지의 범 로 총 이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 스 정

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정은(2005)의 연구에서 

Chronbach's α는 .83이었고 본 연구에서 Chronbach's α

는 .730이었다.

2.3.2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존 감 측정도구는 일반 인 

자아존 감을 측정하기 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자기 자신에 해 평가하는 자아상을 자존감의 반 으로 

보는 Rosenberg(1965)의 척도를 병제(1974)가 번안하

여 수정 보안( 병제, 1989)한 도구를 정복순[16]이 이용

한 자아존 감 척도를 사용하 다. 자아존 감에 한 

설문은 자기존 , 타인과의 계, 지도력과 인기, 자기주

장의 4개 하  역의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 5  척도를 활용하 다. 정복순(2007)

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82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735로 나타났다.

2.3.3 우울
우울 측정도구는 Zung의 자가평가 우울척도(Self- 

Rating Depression Scale, SDS)를 송옥헌 (1977)[17]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 다. 이 도구는 인지 , 정서 , 신체

 그리고 행동  증상들을 포함하는 20개 문항으로 이

루어진 자가보고형 척도이다. 1~5  리커트형 척도로 총 

20 에서 100 까지의 범 로 총 이 높을수록 우울 정

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

는 Cronbach's α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805로 나타났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년여성과 년남성의 일반  특성은 실수

와 백분율을 산출하 다. 주요 연구변수인 스트 스, 자

아존 감  우울 정도는 평균과 표 편차를, 년여성

과 년남성의 일반  특성의 차이는 X2-test를, 년여

성과 년남성의 스트 스, 자아존 감  우울의 차이

는 공분산분석(Analysis of Covariance)을, 년여성과 

년남성의 우울과 교육수 , 건강상태 인지, 인 계, 

스트 스  자아존 감 간의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 다.  년여성과 년

남성의 우울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

다.

3. 연구 결과
3.1 중년여성과 중년남성의 일반적 특성

년여성과 년남성의 일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년여성과 년남성의 일반  특성에 한 비교 

결과 교육수 (X2 = 8.285, p = .016), 직업 여부(X2 = 

44.138, p = .000), 경제수 (X
2 = 7.329, p = .026)에서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년남성은 년여성 

보다 교육수 , 직업을 가지고 있는 비율  경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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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Total Women(n=114) Men(n=125) X2 p
Number(%) Number(%) Number(%)

Age

40～50 114(47.7) 55(48.2) 59(47.2)

.865 .64951～60 105(43.6) 51(44.7) 53(42.4)

61～64 21(8.7) 8(7.0) 13(10.4)

Marital status

Married 211(87.8) 97(85.1) 113(90.4)

1.578 .209Bereavement, Divorce, 
Unmarried etc.

29(12.3) 17(14.9) 12(9.6)

Educational level

<=Middle school 19(7.7) 12(10.5) 6(4.8)

8.285 .016High school 131(55.1) 69(60.5) 62(49.6)

Over university 90(37.3) 33(28.9) 57(45.6)

Job
Yes 172(70.9) 59(51.3) 113(90.4)

44.138 .000
No 68(29.2) 56(48.7) 12(9.6)

Religion
Yes 158(66.3) 80(70.2) 78(62.4)

1.609 .205
No 82(33.7) 34(29.8) 47(37.6)

Economic 
status(million won)

<2 97(40.6) 56(49.1) 40(32.0)

7.329 .0262～<4 97(40.4) 40(35.1) 57(45.6)

>=4 46(19.1) 18(15.8) 28(22.4)

Health perception

Moderate 106(44.6) 56(49.1) 50(40.0)

5.017 .081Good 108(45.2) 51(44.7) 57(45.6)

Very good 26(10.8) 7(6.1) 18(14.4)

Relationship

Moderate 91(38.2) 45(39.5) 46(36.8)

1.144 .564Good 108(45.3) 53(46.5) 55(44.0)

Very good 41(16.6) 16(14.0) 24(19.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middle-aged adults by gender                                         (N=239)

Variables Range
Women(n=114) Men(n=125)

F pMean(SD) Mean(SD)
Stress 1-5 2.73(.52) 2.73(.47) 1.647 .201

Self-esteem 1-5 3.23(.36) 3.29(.33) .131 .718

Depression 1-5 2.52(.56) 2.33(.54) 3.235 .073

<Table 2> Gender difference of level of stress, self-esteem and depression of middle-aged adults            (N=239)

이 높았다. 

3.2 중년여성과 중년남성의 스트레스, 자아존중

감 및 우울의 정도 

년여성과 년남성의 스트 스, 자아존 감  우울

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년여성과 년남성의 스

트 스, 자아존 감  우울에 차이가 있는지 악하기 

해서 <Table 1>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난 교육수 , 직업여부, 경제수 을 공변량으로 

처리하여 공분산분석(Analysis of Covariance)을 실시하

으며 스트 스, 자아존 감  우울의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3 중년여성과 중년남성의 우울과 관련 변수 

간의 상관관계

년여성과 년남성의 교육수 , 건강상태 인지, 

인 계, 스트 스, 자아존 감  우울 간의 상 계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년여성의 우울과 

련 변수 간의 상 계 분석 결과 교육수 (r=-.189, 

p=.043), 건강상태 인지(r=-.338, p=.000), 인 계

(r=-276, p=.003), 스트 스(r=.596, p=.000), 자아존 감

(r=-546, p=.000)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년남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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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 Variables X1 X2 X3 X4 X5 X6
Women X1 1

X2 .216* 1

X3 .142 .534** 1

X4 -.208* -.190* -.149 1

X5 .156 .231* .270** -.606** 1

X6 -.189* -.338** -.276** .596** -.546** 1

Men X1 1

X2 .121 1

X3 .208* .690** 1

X4 -.164 -.195* -.177* 1

X5 .099 .371** .398** -.592** 1

X6 -.049 -.406** -.378** .613** -.69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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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1: Educational level  X2: Health perception  X3: Relationship 
X4: Stress  X5: Self-esteem  X6: Depression

<Table 3> Correlation between depression and research variables by gender

Gender Variables ß t Adj. R2 F
Women Educational level -.032 -.422

.431 17.836**

Health perception -.191 -2.216*

Relationship -.051 -.601

Stress .387 4.217**

Self-esteem -.249 -2.697*

Men Health perception -.153 -1.834

.560 40.421**
Relationship -.046 -.540

Stress .322 4.342**

Self-esteem -.429 -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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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Influencing factors in depression of middle-aged adults by gender

우울과 련 변수 간의 상 계 분석 결과에서는 건강

상태 인지(r=-.406, p=.000), 인 계(r=-378, p=.000), 스

트 스(r=.613, p=.000), 자아존 감(r=-694, p=.000)이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3.4 중년여성과 중년남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 

년여성과 년남성의 우울에 향을 미치는 변수는 

<Table 4>와 같다. 우울과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난 련 변수들을 고려하 으며 다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다. 먼  Durbin Watson

을 이용한 오차 검정결과 자기상 성이 없었고, 모든 변

수에서 공차한계는 0.1이상을 보 고, VIF값은 10보다 

작아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

의 가정은 충족되었다. 

년여성의 회귀모형은 통계 으로 유의하 다

(F=17.836, p= .000). 년여성의 우울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하여 년여성의 우울과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교육수 , 건강상태 인지, 인 계, 

스트 스, 자아존 감을 모두 고려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년여성의 우울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스트 스(ß=.387, p<.001), 자아존 감(ß 

=-.249, p<.05), 건강상태 인지(ß = -.191, p<.05)로 나타

났다.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Adj. 

R2)는 .431로 나타나 교육수 , 건강상태 인지, 인 계, 

스트 스  자아존 감 이들 요인은 년여성의 우울을 

43.1%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 스트 스

가 .387로 년여성의 우울에 가장 높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년남성의 회귀모형은 통계 으로 유의하 다(F=40.421, 

p= .000). 년남성의 우울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

하기 하여 년남성의 우울과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건강상태 인지, 인 계, 스트 스, 자아존 감

을 모두 고려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년남성의 우울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아존

감(ß =-.429, p<.001), 스트 스(ß =.322, p<.001)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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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Adj. 

R2)는 .560으로 나타나 건강상태 인지, 인 계, 스트

스  자아존 감 이들 요인은 년남성의 우울을 56.0%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 자아존 감이 

-.429로 년남성의 우울에 가장 높은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4. 논의
우울은  세계 으로 리 알려져 있는 흔한 정신건

강문제로 세계인구의 약 400만 명이 우울증을 경험하

고[18]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만 19세 이상 성인의 10.3%, 

40세～59세 성인의 21.4%가 우울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 우리사회에서 추 으로 생산성을 담당

하고 건강한 노후를 해 비하는 연령인 년기 인구

의 우울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으로도 요한 건강문

제이며 차 심이 증 되고 있다.

엄 주와 혜정[3]은 본 연구와 같은 연령 인 상

자 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년남성과 년여성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을 자살생각의 주요 향 요

인으로 보고하 으며 우울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하 다. 이에 본 연구는 년여성과 년

남성의 스트 스, 자아존 감  우울과의 계를 악

하고 비교하여 우울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함으로

써 년여성과 년남성의 우울 감소를 한 재 개발

에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년여성과 년남성의 우울의 정도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개인  특성 

 교육수 , 직업여부, 경제수 을 공변량으로 처리하여 

공분산분석 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년

기 여성의 우울 수가 년남성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강상경[20], 안경남과 김민선[12] 등 이  연구의 

부분에서 년남성에 비해 년여성의 우울 수 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

인다. 년여성은 폐경으로 인해 폐경증상을 경험하게 

되고 신체  생리  기능이 하되는 노화와 함께 가족 

내 역할의 변화 등으로 우울 증상이 차 증가하게 되므

로[6] 여성의 생의 발달과정  갱년기 등 신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년기 여성의 우울을 감소하며 방에 

도움을  수 있는 재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년남성의 우울에 해서도 사회심리 인 정신

건강문제로서 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연령에 있는 건설근로자를 상으로 우울 수 을 

분석한 이미라[21]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연령에 따라 

우울 수 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Tukey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50  이상 남성의 우울이 가

장 높게 나타나 년기 남성에서의 우울 향 요인에 

한 악과 이를 기반으로 한 방 로그램의 개발과 

용이 필요함을 시사하 다. 박민정[7] 역시 년남성의 

우울장애 유병률이 격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때로는 분

노나 공격 인 행동으로까지 표 되기도 한다고 하 다. 

우리나라 년남성의 경우는 우울에 한 감정을 표 하

는 것이 나약함으로 여겨지는 등의 부정 인 사회  인

식과 문화 인 특성으로 인해 오히려 숨겨지거나 낮게 

평가되어 더 큰 사회심리 인 문제의 발생으로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사회에서 추 으로 생산성을 담

당하고 노후를 비해야 하는 년기 남성들의 우울에 

한 사회  심과 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먼  년여성의 우울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스

트 스, 자아존 감, 건강상태의 인지 순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년여성의 스트 스가 우울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사회심리  요인인 스트

스가 년여성의 우울 증상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김희경[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한 이에리쟈

[22]는 40세에서 59세까지의 직장인을 상으로 한 연구

에서 가족 스트 스가 우울에 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 다. 특히 김 명

[23]은 기혼여성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생활사건 스트

스가 직장여성과 업주부의 두 집단 모두 공통 으로 

우울을 통해 자살생각에 간 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보고하 다. 따라서 년여성의 우울을 감소하기 한 

재 개발 시에는 보다 구체 으로 스트 스에 한 

리 방법이 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결과 년여성의 자아존 감은 우울에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40 와 50 의 

년여성을 상으로 한 박 정[11] 연구에서 자아존 감

이 낮을수록 우울수 은 높게 나타났으며 년여성의 우

울은 인지 인 요인인 자아존 감에 직 인 향을 받

고 자아존 감이 우울수 을 완화시켜  수 있는 요인으

로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김 명[23]의 연

구에서도 자아존 감은 직장여성의 자살생각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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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향을 주며 업주부의 경우에서는 우울을 통해 자

살생각에 간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일맥

상통하는 결과를 보 다. 따라서 년여성의 우울을 감

소하기 한 재 개발 시 자아존 감을 향상을 한 체

계 인 방안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년여성의 건강상태 인지가 우울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미량과 이동  [24]은 

40~50  년여성을 상으로 건강상태 자기평가 문항을 

사용하여 자기건강지각을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

신이 건강한 상태이라고 지각하는 년여성들이 양

리, 자아실 에 한 노력  인 계 리 정도가 높고 

자각 인 건강상태지각이 높을수록 행복의 주요 동기  

변인이 된다고 보고하 으며 본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

다. 일반 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자신의 건강을 좋

지 않은 것으로 지각하고 이에 따른 한 건강증진행

 수행도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따라서 년여성

의 우울을 감소하기 한 재 개발 시 건강증진행태의 

실천을 구조화함으로써 건강상태에 한 자기지각을 향

상시켜 주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년여성의 경우 우울의 정도를 낮추고 리하기 해서는 

스트 스를 여  수 있는 재 방안을 으로 마

련하면서 자아존 감과 건강상태에 한 자기지각을 향

상시켜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년남성의 우울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 감, 

스트 스의 순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년남성에서 자아존 감이 우울 정도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년여성에서 스트 스가 

우울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난 것과는 차

이가 있었다. 본 연구 상자에서 년남성은 90.4%가 

직장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해 년여성은 직

장생활을 하는 비율이 51.3%로 낮게 나타나 이러한 차이

가 결과 차이에 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 명

[23]의 기혼여성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아존 감

은 직장여성의 자살생각에 직 인 향을 주는데 비해 

업주부의 경우에서는 우울을 통해 자살생각에 간

으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직장생활을 하는 년

여성과 년남성의 경우에 자아존 감은 우울에 보다 많

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년남성의 경우는 

년여성에 비해 사회  활동이 많아 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신체 인 변화 이외에도 직장생활과 련하여 생산

인 업무  인 계 역할 등의 요인들이 우울에 향

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는 안경남, 김민

선[12]의 40세에서 50세 년남성을 상으로 한 연구에

서 자아존 감이 낮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도 일치하 다. 즉 '자신에 하여 존

하며 바람직하게 여기고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정도'로 정의되고 있는 자아존 감은 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Rosenberg, 1965).  년기 남성에 있어서 우울의 정도

를 낮추고 방하기 해서는 년남성의 자아존 감을 

강화시켜  수 있는 재 방안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한 스트 스는 년남성의 우울 수 에 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는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안경남, 김민

선[12]의 연구에서 년남성의 스트 스가 높을수록 우

울 정도가 높아진다고 나타난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년기 남성의 우울함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스트

스를 보고한 박민정[7], 이에리쟈[22]의 연구결과와 일

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년여성뿐만 아니라 년남성에

서도 스트 스는 우울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년남성의 우울 감소를 한 재 개발을 

해서는 극 인 스트 스 감소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인간의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년기가 차 길어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기를 보내는 것에 한 심이 증

가하고 있다. 이를 해서는 단계인 년기에서의 우

울 리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는 년여성의 우울 감소를 해서는 스트 스

를 낮추어  수 있는 구체 인 략을 그리고 년남성

의 우울 감소를 해서는 자아존 감을 강화시켜  수 

있는 방안을 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재 

개발의 기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의미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년여성과 년남성의 우울에 향을 미

치는 요인을 악하고 비교하기 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년여성들의 우울 완화와 

방을 해서는 스트 스를 낮추는 방안을 요하게 고

려해야 할 것이며 자아존 감과 건강상태의 자기지각을 

향상시켜  수 있는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반면 년남성들의 우울 완화와 방을 해서는 자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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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더욱 요하며 더불어 스트

스의 조 을 포함하는 재 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년기 여성과 남성의 우울에 향을 미치

는 요인을 악하고 비교함으로써 년기 인구의 우울 

리와 방을 한 재 로그램 개발의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의 년기 여성과 남성을 

상자로 편의추출 하 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함에 

있어서는 한계를 가진다.  추후 연구에서는 년 상 표

집에 있어 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집단이나 사회경제

 수 에 따른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후 연

구에서는 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상자 선정을 통해

서 년여성과 년남성의 우울에 미치는 다양한 향 

요인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후속연구를 제안하는 바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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