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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한국인의  연령은 2020년 43.6세에서 2050에는 56.4세

로 차 높아질 것으로 상하고 있어 년기의 건강에 심

을 가져야 한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7). 년

기는 노년기가 시작되기 의 단계로 40세부터 64세까지를 

말하며, 여성은 이 시기에 갱년기에 어들면서 고 압, 

염, 당뇨병 등과 같은 신체  질병뿐만 아니라 심리  문제도 

경험한다(Harlow et. al., 2012). 

우울은 부정 인 사고, 활력감소, 욕구상실, 집 력 하 등 

일상 인 생활에 부정 인 향을 끼치는 정서 상태로(Sohn, 

2018) 2013년 우울증 환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이 2.6%, 

여성이 4.7%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2배이며, 특히 45-65세 

여성의 우울증상 경험률이 2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년 여성의 우울이 심각하다(Korea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14). 년여성의 우울이 높은 원인은 

갱년기에 어들면서 호르몬 변화로 인해 신체 ·정신 으로 

다양한 변화를 겪는 한편 배우자의 은퇴, 자녀들의 성장과 독

립 등에 따른 가정 내 역할변화로 인해 심리  변화까지 겪

으면서 우울이 가 되기 때문이다(Sohn, 2018). 한, 배우자

와의 계, 종교, 교육수 , 월수입 등의 복합  문제가 여성

의 우울에 향을 미치고 있다(Doo, 2013; Kim & Kim, 2013; 

Yang & Shin, 2014). 이같이 우울증 환자가 증하고 이로 

인한 사회 병리  문제들이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년

기 여성의 우울에 향을 주는 요인을 악하는 것은 한 개

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체가 심을 기울여야 하는 

요한 문제이다(Yang & Shin, 2014). 

건강상태란 자신의 건강상태에 해 주 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년여성이 지각하는 주  건강상태는 남성에 비해 

좋지 않았으며(Deek & McCabe, 2004), 나이가 많아짐에 따

라, 즉 30 에 비해 40 가, 40 에 비해 50 가 주 으로 

느끼는 건강상태가 더 나빴다(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7). 년여성에게서 주요만성질환인 당뇨병, 고

압, 고콜 스테롤 증, 염(Harlow et. al., 2012;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CDC], 2017), 치

주질환(Kwon & Yoon, 2015) 등의 유병률이 증가 추세이고 

서구화된 식습 , 운동부족, 과도한 음주, 흡연 등으로 인해 

년여성의 건강 리형태에서 변화가 보고되고 있다(Nam et 

al., 2008; Tanaka, Sasazawa, Suzuki, Nakazawa, & Kotoma, 

2011). 이처럼 년여성의 생리  변화와 생활환경의 변화는 

건강상태나 건강 리형태와 직  련성이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잘 인식하고 리하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Choe, 

Hah, Kim, Yi, & Choi, 2008; Chung & Lim, 2015) 심리 으

로도 건강한 삶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년여성은 

특별한 질병의 기가 없는 한 자신의 건강 리에 하여 

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Nam et al., 2008; Tanaka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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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건강증진을 해 좀 더 극 인 재가 필요한 집단

으로 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년여성의 건강 리에 

향을 미치는 배우자, 자녀와 같은 가족이나 친지가 년여성

의 건강 리에 돌  제공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Chung & 

Lim, 2015), 높은 사회  지지가 성인의 우울에 향을 미치

고 있으므로(Kang, 2009) 이들과의 계를 살펴보는 것도 필

요하다. 

그동안 국내 연구로는 우울의 향요인(Chang & Cha, 2003; 

Jun, Kim, Lee, & Kim, 2004), 운동이 년여성의 우울에 미

치는 향(Koji, Toshihiko, Katsutoshi, Masashi, & Yoshiharu, 

2007), 폐경기 여성의 우울(Deek & McCabe, 2004; Han & 

Lee, 2013; Kim & Kim, 2013; Kwon, Nah, Kim, Joe, & Cho, 

2016), 년여성의 우울에 사회  지지가 미치는 향(Kim & 

Kim, 2013; Koji et al., 2007), 만성질환과 우울과의 계

(Kwon et al., 2016; Seo, Choi, Kim, Lee, & Oh, 2017) 등이 

있다. 그러나 년여성의 우울과 련이 있는 것으로 단되

는 건강상태와 건강 리형태를 고려하여 우울의 향요인을 

살펴본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년여성을 상으로 건강상태와 건강 리

형태가 우울에 미치는 향을 악하여 년여성의 우울증 

감소를 한 효과 인 략을 마련하는데 기 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연구 목

본 연구는 년여성의 우울의 향요인을 확인하고 년여

성에게 유용한 간호 재 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 상자의 우울정도를 악한다.

∙ 상자의 일반  특성, 건강상태, 건강 리형태와 우울정도

의 차이를 악한다.

∙  상자의 우울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 년

여성의 건강상태와 건강 리형태가 우울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연구 상자

본 연구를 해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

의 년여성을 상으로 편의 표출하 다. 표본 수 산정은 

G*power 로그램(Faul, Erdfelder, Buchner, & Lang, 2009)을 

이용하 다. 다 회귀분석을 한 유의수  .05, 검정력 90%, 

효과 크기 .15, 측요인 19개로 최소 상자수를 산출한 결

과 187명이 결정되었고,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 으나, 

응답이 불충분하거나 락된 12부를 제외하고 188명의 자료

를 최종분석에 사용하 다.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년여성

의 건강상태와 건강 리형태  우울정도를 평가하 다.

● 년여성의 건강상태와 건강 리형태 

상자의 일반  특성은 연령, 학력, 결혼상태, 종교, 동거

가족형태, 월 생활비, 주거형태 등 7개 문항이다. 생활비는 

100-200만원 미만, 200-299만원, 300만원 이상으로 범주화하

여 측정하 다. 

상자의 건강상태  건강 리형태 항목은 선행연구 

Chung과 Lim (2015)의 항목을 바탕으로 측정도구를 일부 수

정하고 간호학 교수 3명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으며 이

를 10명에게 비조사를 실시한 후 설문 문항을 완성하 다. 

건강상태는 상자의 주  건강상태, 동년배와 비교한 건

강상태, 통증, 3개월 이상 지속된 만성질환, 만성질환 종류 등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주  건강상태, 동년배와 비교한 

건강상태는 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 등 5  

척도로 구분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다는 것

을 의미한다. 나머지 문항들은 모두 유무의 이분형 척도로 구

성하 다. 

건강 리형태는 건강 리 돌  제공자, 복용약물, 음주, 흡

연, 수면시간, 재 실시하고 있는 건강 리형태 방법 등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재 실시하고 있는 건강 리형태 방법

은 걷기, 등도 운동, 양보조제섭취, 식이조   기타이

다. 등도 운동은 평소보다 숨, 심장박동이 조  증가하는 

신체활동으로 걷기를 제외한 운동임을 설문지에 제시하 다.

● 우울 

우울 측정 도구는 Beck, Steer, Ball과 Ranieri (1996)가 개발

한 Beck Depression Inventory-Ⅱ (BDI-Ⅱ)를 Sung 등(2008)이 

번역한 한국어  BDI-Ⅱ도구를 사용하 다. 우울증의 정서 , 

심리 , 신체  증상을 사정하는 자가보고형 척도로서 총 21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  Likert 척도이고 수범 는 0 에

서 63 이다. 0-13 은 ‘정상’, 14-19 은 ‘가벼운 우울’, 20-28

은 ‘ 등도의 우울’, 29-63 은 ‘심한 우울’을 나타낸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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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당시 도구 신뢰도 Cronbach's α= .92이었고, 번안한 한국어

의 도구 신뢰도 Cronbach's α= .83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92 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  연구의 윤리  고려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에 하여 S 학의 생명의학연구윤

리심의 원회의 승인(IRB No. sswu irb 2017-035)을 받은 후, 

자료수집은 2017년 10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루어졌고, 

연구기간 동안 연구윤리 지침을 수하 다. 본 연구의 목

과 질문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참여에 동의한 S시의 년여

성을 편의표출하여 상자의 자택 는 헬스장, 각종 모임 등

에서 자료를 수집하 다. 연구 상자에게 연구의 목 을 설명

하고 설문도  원하면 언제라도 단할 수 있으며, 설문지에 

한 응답을 거부하거나 응답  단하는 경우에 어떠한 불

이익도 없다는 을 설명하 다. 한,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

으로만 사용하며, 상자의 익명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서면동의를 구하 다. 익명과 비 보장을 약속하고, 

질문지를 장에서 나눠  후 직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게 

하 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20분에서 30분 정

도이었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을 활용하여 분석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 건강상태, 건강 리형태는 빈도와 백분

율, 평균  표 편차를 산출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 

건강상태, 건강 리형태에 따른 우울의 차이는 one-way 

ANOVA와 독립표본 t-test로 분석하 으며, Levene의 통계량

을 구해 각 집단의 분산의 동질성을 확인하 다.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로 하 다. 년여성의 우울 정도에 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기 해 우울에 유의한 평균의 차이를 나타낸 

변수를 단계  선형 회귀분석으로 분석하 으며 주거형태, 3

개월 이상 지속된 만성질환 유무, 만성질환, 돌  제공자, 복

용약물, 걷기, 등도 운동, 양 보조제 섭취, 식이조 을 더

미 변수화하여 분석하 다.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를 구하 다. 

연구 결과

상자의 일반  특성

상자의 평균연령은 50.55±5.73세로 40-64세의 범주를 보

으며, 50-54세가 72명(38.3%)으로 가장 많았고, 45-49세가 

38명(20.2%), 40-44세가 37명(19.6%)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

은 문 졸 이상이 91명(48.4%)으로 가장 많았다. 상자 

133명(70.7%)이 기혼자이었으며, 기독교가 100명(53.2%)으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 다. 동거가족형태는 배우자,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104명(55.3%)으로 가장 많았으며, 생활

비는 200-299만 원인 경우가 147명(78.2%)으로 가장 많았다. 

상자 124명(66.0%)이 자가에서 살고 있었다(Table 1). 

상자의 우울정도

상자의 우울정도는 평균 17.60±7.43 으로 가벼운 우울군

에 속하 다. 가벼운 우울단계에 있는 상자는 70명(40.4%)

으로 가장 많았고, 도 우울군이 50명(26.6%), 심한 우울군

이 19명(10.1%)이었다(Table 2).

상자의 일반  특성, 건강상태, 건강 리형태에 

따른 우울 정도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우울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우울 정도는 연령(F=2.51, p=.043), 거주형태(F=4.44, 

p=.013)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 결과, 우울정

도는 60-64세의 상자가 다른 연령군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며 

세가 자가와 월세보다 높았다(Table 1).  

상자의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주  건강상태는 보통이 

108명(57.4%)이며 아주 나쁨은 없었다. 동년배와 비교한 건강

상태는 보통이 138명(73.4%)이며, 나쁨이나 매우 나쁨은 없었

다. 통증이 있다고 응답한 상자는 61명(32.4%)이었으며 평

균 통증정도는 1.01±1.13이었다. 3개월 이상 지속된 만성질환

이 있다고 응답한 상자는 109명(58.0%)이며 고 압 35명

(18.6%), 당뇨병 27명(14.4%), 염 49명(26,1%), 치주염 50

명(26.6%), 장질환 26명(13.8%)이었으며, 기타는 11명(5.9%)

이었다(Table 1).   

상자의 건강상태 특성에 따른 우울 정도의 차이를 분석

한 결과, 우울 정도는 건강상태  주  건강상태(F=32.94, 

p<.001), 동년배와 비교한 건강상태(F=20.67, p<.001), 3개월 

이상 지속된 만성질환 유무(t=5.35, p<.001), 당뇨(t=6.44, 

p<.001), 치주염(t=-5.58, p<.001), 장질환(t=4.17, p=.001)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통증에 따른 우울 정

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상자의 건강 리형태를 살펴보면, 돌  제공자로 배우자

가 128명(68.1%)으로 가장 많았다. 복용약물은 비타민, 양제

를 복용하는 경우가 68명(36.2%)으로 가장 많았다. 걷기를 하

는 상자가 111명(59.0%), 등도 운동은 117명(62.2%), 식이

조 은 92명(48.9%)이 하고 있었다. 상자의 건강 리형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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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s in Depression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88)

Variables Categories
n(%) or

Mean±SD

Depression

Mean±SD t or F (p) Scheffé

Age(year)

40-44a 37(19.6) 19.00±8.22 2.51(.043) a,b,c,d>e
45-49b 38(20.2) 18.42±8.14
50-54c 72(38.3) 16.41±6.67
55-59d 30(16.0) 19.40±7.27
60-64e 11(5.9) 12.90±4.67
Average 50.55±5.73

Education
≤ Middle school 30(16.0) 18.90±8.14 1.50(.215)
High school 67(35.6) 18.32±7.54
≥ College 91(48.4) 16.63±7.06

Marital status
Married 133(70.7) 17.24±7.44 2.37(.071)
Unmarried 23(12.3) 20.95±7.91
Divorced/Separated 14(7.4) 14.85±5.20
Widowed 18(9.6) 18.11±7.32

Religion

None 38(20.2) 16.94±7.09 0.22(.881)
Christianity 100(53.2) 17.63±7.27
Buddhism 13(6.9) 18.84±8.83
Catholicism 37(19.7) 17.75±7.94

Type of family 

With spouse & children 104(55.3) 17.27±7.38 0.63(.638)
Only with spouse 22(11.7) 17.81±8.18
Only with children & without spouse 26(13.8) 16.46±5.87
With parents 11(5.9) 18.90±10.67
Alone 25(13.3) 19.36±7.03

Average monthly 
living expenses
(10,000won)

<200 24(12.8) 18.08±6.64 0.31(.729)
200-299 147(78.2) 17.38±7.50
≥300 17(9.0) 18.76±8.18

Residential type
Monthly renta 16(8.5) 16.81±6.71 4.44(.013) b>a,c
Leaseb 48(25.5) 20.31±8.35
Own housec 124(66.0) 16.65±6.93

Table 2. Level of Depression of Participants (N=188)

Variables
n(%) or 

Mean±SD
Max-Min

Total 17.60±7.43 41-1

Normal (0-13) 43(22.9)

Mild depression (14-19) 76(40.4)

Moderate depression (20-28) 50(26.6)

Severe depression (29-63) 19(10.1)

따른 우울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우울 정도는 건강 리

형태  돌  제공자(F=28.41, p<.001), 복용약물(F=32.65, 

p<.001), 걷기(t=-5.02, p<.001), 등도 운동(t=-8.39, p<.001), 

양보조제섭취(t=-7.87, p<.001), 식이조 (t=-7.86, p<.001)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에서 돌  

제공자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우울정도가 낮았으며, 

당뇨약물을 복용하는 상자가 복용하지 않는 상자보다 우

울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Table 3). 

우울 정도에 향을 미치는 변수

연구 상자의 우울에 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우울정도에 향을 주는 변수는 주  건강상

태(β=-0.55, p<.001), 돌  제공자가 없음(β=0.47, p<.001), 3개

월 이상 지속된 만성질환(β=0.36, p<.001), 동년배와 비교한 

건강상태(β=0.32, p<.001), 걷기(β=-0.20, p=.002), 가족 외에 

다른 돌  제공자 (β=0.18, p=.001), 장질환(β=0.10, p=.022)

이었으며 설명력은 67.8%이었다(F=57.21, p<.001). 다 공선성 

진단에서 변수 간의 공선성은 존재하지 않았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년여성의 건강상태와 건강 리형태  우울 

정도를 악하고 년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요소를 악하여 

년여성에게 합한 간호 재 로그램의 개발에 유용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 다

본 연구 상자의 우울정도는 평균 17.60±7.43으로 가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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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in Depression according to the Health Status and Health Management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88)

Variables Categories
n(%) or 

Mean±SD

Depression

Mean±SD t or F (p) Scheffé

Health Status 
Perceived current health status Poora 2(1.1) 35.50±4.94 32.94(<.001) a>b,c,d

Averageb 108(57.4) 20.70±7.49
Goodc 31(16.5) 14.06±1.06
Very goodd 47(25.0) 12.00±.3.80

Level of perceived health status (1-5) 3.65±0.86
Perceived health status compared 
to peer group

Averagea 138(73.4) 19.47±7.36 20.67(<.001) a>b,c
Goodb 19(10.1) 11.00±5.68
Very goodc 31(16.5) 13.29±3.89

Level of perceived health status compaired to peers (1-5) 3.43±0.76
Pain Yes 61(32.4) 18.90±8.37 1.66(.097)

No 127(67.6) 16.97±6.89
Level of pain (0-10) 1.01±1.13

Diseases for 3months
Yes 109(58.0) 19.90±7.27

5.35(<.001)
No 79(42.0) 14.41±6.45

Type of 
chronic 
diseases

Hypertension
Yes 35(18.6) 18.88±6.21 1.13(.259)
No 153(81.4) 17.30±7.68

Diabetes
Yes 27(14.4) 25.33±8.67 6.44(<.001)
No 161(85.6) 16.30±6.37

Arthritis
Yes 49(26.1) 16.32±4.44 -1.83(.069)
No 139(73.9) 18.05±8.20

Periodontitis
Yes 50(26.6) 13.78±4.63 -5.58(<.001)
No 138(73.4) 18.98±7.78

Gastrointestinal 
disease

Yes 26(13.8) 22.34±6.03 4.17(<.001)
No 162(86.2) 16.83±7.37

Others
Yes 11(5.9) 18.27±7.25 0.308(.759)
No 177(94.1) 17.55±7.46

Health Management 
Care giver Spousea  128(68.1) 16.39±5.87 28.41<.001) a,b,c<d

Children/Daughter-in-law/Son-in-lawb 20(10.6) 14.60±4.77
Others(volunteer, etc.)c 29(15.4) 18.89±8.85
Noned 11(5.9) 33.72±2.41

Use of medicines

Antihypertensivea 28(14.9) 20.71±6.21 32.65(<.001) b>a,c>d,e
Diabetes medicationb 11(5.9) 32.45±4.20
Digestive medicinec 22(11.7) 22.27±4.83
Othersd 70(37.2) 13.84±3.89
Nonee 57(30.3) 16.01±7.65

Alcohol intake
Yes 94(50.0) 18.15±4.41 -1.03(.305)
No 94(50.0) 17.04±9.54

Smoking   
Yes 0(0.0)    -
No 188(100) 17.60±7.43

Sleeping hours ≤ 4a 3(1.6) 18.00±4.35 2.58(.078)
5∼7b 157(83.5) 18.11±7.85
≥ 8c 28(14.9) 14.67±03.92

Health 
management 
methods  

Walking Yes 111(59.0) 15.46±7.94 -5.02(<.001)
No 77(41.0) 20.67±5.34

Moderate 
exercise

Yes 117(62.2) 14.37±5.18 -8.39(<.001)
No 71(37.8) 22.91±7.56

Nutritional 
supplements

Yes 68(36.2) 13.04±5.42 -7.67<.001)
No 120(63.8) 20.18±37.19

Dietary control
Yes 92(48.9) 13.83±5.23 -7.86(<.001)
No 96(51.1) 21.20±7.46

Other methods
Yes 130(69.1) 17.91±7.90 0.94(.346)
No 58(30.9) 16.89±6.29



년여성의 건강상태와 건강 리형태가 우울에 미치는 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4(3), 2018년 8월 255

Table 4. Variables for Predicting Depression                               (N=188)

Variables B S.E β t p tolerance VIF

Constant 21.11 2.05 10.27 <.001
Perceived current health status -4.75 0.93 -0.55 -5.09 <.001 0.14 6.85
Care giver* 14.86 1.59 0.47 9.31 <.001 0.67 1.48
Chronic diseases for 3months* 5.41 0.70 0.36 7.74 <.001 0.79 1.25
Perceived health status compared to peer group 3.15 0.79 0.32 3.95 <.001 0.26 3.85
Walking for health* -3.15 1.00 -0.20 -3.12 .002 0.38 2.59
Care giver* 3.72 1.10 0.18 3.36 .001 0.59 1.68
Gastrointestinal disease* 2.33 1.00 0.10 2.31 .022 0.78 1.27

Adjusted R2=.678, F=57.21, p<.001
* Dummy Variable: Caregiver (1=none), Chronic diseases for 3months (1=yes), Walking for health (1=yes), Caregiver (1=other, e.g. volunteer), 

Gastrointestinal disease (1=yes)

우울로 구분되었다. 연구 상자의 22.9%가 정상, 40.4%가 가

벼운 우울, 등도 우울은 26.6%, 심한 우울 10.1%로 나타나 

같은 우울도구로 측정한 선행연구(Kwon et al., 2016)보다 높

은 비율을 보 다. Kwon 등(2016)의 연구에서는 정상 65.0%, 

가벼운 우울 18.3%, 등도 우울 12.0%, 심한 우울이 4.8%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

와 Kwon 등(2016)의 연구 상자의 나이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연령에 따라 우울정

도에 차이가 있었으므로 향후 년기를 40 -50  반과 50

 후반-60 로 구분하여 연령 별로 경험하는 다양한 요인과 

우울과의 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우울에 유의한 평균의 차이를 나타낸 변수를 단

계  선형 회귀분석에 투입한 결과, 년여성의 우울에 가장 

큰 향을 주는 변수는 건강상태 에서 주  건강상태

으며 동년배와 비교한 건강상태 역시 우울에 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 두 변인은 서로 강한 상 성을 보 으나, 

다 공선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갱년기 

호르몬의 변화를 겪는 년여성의 우울에 향을 주는 요소

로서 건강상태에 한 문가의 객 인 단보다도 상자

가 스스로 지각하는 주 인 건강상태 수 을 우선 으로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국내외 선행연구에서도 년여성

이 주 으로 지각하는 건강이 나쁠수록 우울 험성이 증

가하는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Kwon et al., 2016; 

Tanaka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주  건강상태 다음으로 상자의 건강

리 돌  제공자 유무가 우울 정도에 향을 주었고, 돌  제

공자가 있는 경우(16.39±5.87) 보다 없는 경우(33.72±2.41)의 

우울수 이 거의 2배 높았다. 여러 연구결과 가족, 친지가 건

강 리를 하는데 돌  제공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Chung & 

Lim, 2015; Lee, Jang, & Yang, 2016) 사회  지지가 높을수

록 성인의 우울은 감소된다고(Kang, 2009) 보고하 다. 이러

한 결과는 우리나라 년여성의 우울 감소에 가족이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년여성의 우울 재 

로그램을 개발을 해서는 가족이나 이웃과 상부상조하여 

건강 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년여성의 연령과 주거형태에 따라서 우울 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Jun 등(2004)의 결과에서는 년여성의 연령

과 주거형태에 따른 우울정도에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상이하 다. 본 연구결과, 월세에 거주하는 상

자의 우울정도가 세거주 상자의 우울정도에 비해 유의하

게 낮았고 월수입에 따른 우울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나 주거형태와 객  경제상태가 우울과 연 된다

는 사회  통념과도 배치되었다. 주  경제상태가 어려울수

록 우울정도가 유의하게 높다는 선행연구(Han & Lee, 2013; 

Kwon et al., 2016; Noguchil et al., 2015; Tanaka et al., 2011) 

결과를 고려하면 년여성의 객  경제상태보다 주  경

제상태에 따른 우울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당뇨병, 치주염, 장질환 유무에 따라 우울의 

정도가 차이를 보 다. 특히 우울에 향을 미치는 만성질환

은 장질환 뿐이었고, 그 외 3개월 이상 지속된 만성질환이 

우울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naka 등(2011)은 

년여성 우울의 험요인으로 주  건강상태를 주장하여 

본 연구와 일치하 으나, 만성질환의 유무와는 상 없다고 하

여 본 결과와 상이하 다. KCDC (2017)에서는 여성 우울증 

환자가 가진 만성질환 에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은 

장질환으로 체 여성 우울증 환자의 87.7%를 차지하 다. 

특히, 만성질환이 4개 이상인 경우 우울증상이 격히 증가하

는 결과와(Seo et al., 2017) 본 연구 결과는 일치하 다. 따라

서 년여성의 우울에 한 간호 재를 할 때는 3개월 이상 

지속된 만성질환 특히, 장질환을 악하는 것은 매우 요

하며 이들을 고 험군으로 분류하여 이들의 의료기  이용을 

진시키기 한 정책제안  유용한 건강증진 로그램을 제

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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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리형태는 주  건강상태와도 계가 있다(Enstom 

& Breslow, 2008; Noguchi1 et al., 2015). 건강 리형태는 개

인의 라이  스타일로 식이조 , 음주, 흡연, 양, 수면형태, 

등도 운동 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걷기, 등도 운

동, 양보조제 섭취  식이조 의 건강 리형태를 올바로 

이행하고 있을 때 우울정도가 낮았으며 그  걷기가 우울 

감소에 향을 주었으며 이는 Noguchi1 등(2015)의 결과와 일

치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의 건강 리형태 변인들을 보정한 

후 역시 3개월 이상 지속된 만성질환과 장질환이 우울에 

향을 주었으나 Seo 등(2017)의 결과에서는 수면, 운동, 식이

조 , 운동과 같은 건강 리형태 변수를 보정한 후에는 우울

과 만성질환은 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년

여성의 우울, 만성질환, 건강 리 간의 계를 규명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한, 년여성의 우울을 리

하기 해서는 다양한 건강 리 활동 즉, 걷기, 식이조 , 

당한 운동 등을 우울 재 로그램에 목할 필요가 있겠다. 

Yang과 Shin (2014)은 년여성의 우울감소에 자기 효능감이 

향을 주며 Kwon과 Yoon (2015)은 자기효능감이 우울뿐만 

아니라 건강 리와도 계가 있다고 보고하 다. 이에 자기효

능감을 통하여 지속 인 자가 건강 리를 할 수 있는 우울 

재 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년여성에게 증가하고 있는 정신건강 문제인 

우울에 상자의 일반  특성, 건강상태, 건강 리형태가 어

떠한 향을 미치는지 규명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서술  조사연구이므로 건강상태에 포함되는 만성질환 상태와 

우울과의 인과 계를 제시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 자료수집을 일부 지역에서 하 고 상자의 교육수 이 

평균 이상이어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제한 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우울척도는 자가보고형 설문문항으로 상자

의 주  느낌에 의존하 기 때문에 다른 정신건강 조사도

구를 사용했을 때와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년여성의 우울증 감소를 한 다양한 반복연구를 제

안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년여성의 우울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

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일반  특성, 건강상태, 건강

리형태를 단계  선형 회귀 분석한 결과 주  건강상태, 

돌  제공자가 없는 경우, 3개월 이상 지속된 만성질환, 동년

배와 비교한 건강상태, 걷기, 돌  제공자가 가족이 아닌 타

인인 경우, 장질환이 있는 경우가 67.8%의 설명력을 보

다. 본 연구결과 년여성의 우울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건강상태에 한 문가의 객 인 단보다도 상자가 스

스로 지각하는 주 인 건강상태 수 을 우선 으로 악할 

필요가 있다. 한, 3개월 이상 지속된 만성질환과 장질환

이 있는 상자를 분류하여 합한 건강증진 로그램을 제공

할 필요가 있다. 년여성의 우울 리를 해서는 다양한 건

강 리 방법을 포함한 우울 재 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가족이나 이웃의 도움을 받으며 건강 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향후, 년여성의 우울, 만

성질환, 건강 리형태 간의 계에 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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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Health Status and Type of Health Management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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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health status and types of health management on 
depression in middle-aged women. Methods: A convenience sample of 188 participants was recruited from health 
centers in S city.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data was collected and analyzed by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linear regression using SPSS/WIN 23 program. Results: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perceived current health status (β=-0.55, p<.001), no caregiver (β=0.47, p<.001), chronic diseases lasting more 
than three months (β=0.36, p<.001), perceived health status compared to peer group (β=0.32, p<.001), walking for 
health (β=-0.20, p=.002), caregiver except family (β=0.18, p=.001), and gastrointestinal disease (β=0.10, p=.022) 
influenced depression in middle-aged women. Overall, approximately 69.7% of total variance explained this model 
(adjusted R2=0.678, F=57.21, p<.001).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more important to understand the 
level of perceived health status in middle-aged women.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ograms that 
include various health management methods and strengthen the health care with the help of families and neighbors 
in order to manage depression in middle-aged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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