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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기혼 중년 남성의 갱년기 증상이 자살 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주관적 행복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한 

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설문 응답에 자발적

으로 참여한 기혼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최종 연구 대상자는 갱년기 증상이 있는 199명의 기혼 중년 남성이었

다. 기혼 중년 남성의 갱년기 증상, 자살 사고 및 주관적 행복감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갱년기 증상과 자살 

사고의 관계에서 주관적 행복감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로 갱년기 남성의 주관적 행복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자살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후 갱년기 남성의 자살 사고를 예방하는 간호중재 방안을 마련하여 그 효과를 확인해 볼 것을 제언한다. 

주제어 : 기혼 중년 남성, 갱년기 증상, 자살 사고, 주관적 행복감, 매개효과

Abstract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subjective happiness on the effect of 

andropause symptoms on suicidal Ideation in married middle-aged men. Final Participants were 199 

married middle-aged men with andropause symptoms. Andropause symptoms, suicidal ideation, and 

subjective happiness of middle-aged men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The mediating effect of 

subjective happi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ndropause symptoms and suicidal ideation was 

verified. The findings revealed that an improving subjective happiness of men with andropause 

symptoms can be helpful for the prevention of suicidal ideation. Therefore, the researchers suggest that 

future researchers develop nursing interventions for the prevention of suicide ideation of men with 

andropause symptom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and evaluate its’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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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ting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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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Andropause란 그리스어로 “인간 남성의 멈춤”을 의

미하며 성적 만족감의 감소 또는 낮은 테스토스테론 수

치로 인한 증후군으로 정의된다. 남성 갱년기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테스토스테론 결핍을 기반으로 한 흔한 

장애로 해마다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1]. 남성의 갱년

기는 대부분 40세부터 시작하며 증상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갱년기를 겪는 남성은 성 기능과 성욕의 감퇴, 

일반적인 피로, 기분 변화, 인지 장애, 심장 두근거림, 야

간 발한 및 짜증을 자주 내거나 신체 기능의 어려움을 겪

고, 삶의 의욕이 줄어들며 키가 작아지는 등[2] 성 기능 

및 신체, 심리적 모두에서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중

년 남성의 중요한 위기 요소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중년 남성의 갱년기 증상은 스트

레스와 높은 관련이 있고[3,4], 갱년기 증상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다[4,5]. 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빅데이터

를 기반으로 연구한 Lee와 Heo[6]의 연구에서 중년 남

성의 자살 사고에 스트레스, 우울, 비만이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갱년기 남성의 우울은 

자살 사고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6]. 또한 직장인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Kim 등[7]의 연구에서 갱

년기 증후군이 중년 위기감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나타

냈으며, 중년 위기감은 여러 요인들과 상호작용하여 자살 

사고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8]. 

우리 나라의 2019년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38.0명

으로 비교 대상 국가들 중 최상위 수준이며, OECD 평균

보다 두 배 가량 높다. 또한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에 비

해 두 배 이상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살률도 증가하

여[9] 남성의 중년기 이후 자살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지표임을 알 수 있다. 자살은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많이 발생하며 자살 시도 경험은 자살 생

각을 경험한 사람에게 더 발생한다[10]. 경미한 수준의 

자살 생각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 후 심각한 수준으

로 발전되면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11]. 중년 남

성은 부모 및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해야하며 은

퇴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사춘기에 이은 제 2의 정체

성 위기 및 신체 기능 쇠퇴로 인한 활력 상실, 부부관계 

및 자녀와의 갈등 등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는 세대이

다[8]. 해마다 높은 자살률을 나타내는 중년 남성의 자살

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중년기의 생애 주기 사건인 

남성 갱년기와 자살 사고의 연관성에 대한 접근이 필요

하다. 

인간은 행복을 느낄 때 생각 및 행동의 폭이 확장되며, 

이것은 신체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고 긍정적인 내면세

계를 갖게 함으로써 중년기 인생에 안정감과 자신감을 

갖게 해준다. 행복은 우울, 자살 등을 완화시키며 자기조

절과 대처 능력을 높여 건강한 삶으로 이끌 수 있다[12]. 

행복은 스트레스 대처에 효과적인 요소로 개인과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직장 및 공동체 내에서 개인의 행

복은 속해있는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13] 단

순히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갱년기 남성의 주관적 행복감이 

중년기 뿐 아니라 이후의 삶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갱년기 남성을 대상으로 한 최근 10년 이내 국내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높은 비율을 기록하는 중년 남성의 자

살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중년기의 대표 증상인 갱년기를 겪고 있는 남

성의 자살에 대한 연구는 우울이 자살 사고에 영향을 미

친다는 일부 연구만이 있을 뿐이다[4,6]. 또한 남성의 갱

년기 증상과 인간의 삶에 가장 기본적 요소인 행복의 인

과성을 다룬 연구는 국내외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러

므로 본 연구는 기혼 중년 남성의 갱년기 증상이 자살 사

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 변인으로써 주관적 행복감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함이며, 이는 추후 중년 남성의 갱

년기 간호 중재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 마련에 도움을 줄 

것이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기혼 중년 남성의 갱년기 증상과 자

살 사고 및 주관적 행복감의 정도와 이들의 관계를 파악

하고 갱년기 증상이 자살 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주관

적 행복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

적은 다음과 같다.

· 기혼 중년 남성의 일반적 특성, 갱년기 증상, 자살 사고, 

주관적 행복감 정도를 파악한다.

· 기혼 중년 남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갱년기 증상, 자

살 사고 및 주관적 행복감 간의 차이를 파악한다.

· 기혼 중년 남성의 갱년기 증상, 자살 사고 및 주관적 행

복감의 관계를 파악한다.

· 기혼 중년 남성의 갱년기 증상이 자살 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주관적 행복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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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기혼 중년 남성의 갱년기 증상이 자살 사고

에 미치는 영향에서 주관적 행복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하

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하여 자발적

으로 응한 만 40세부터 65세 이하의 남성 중 결혼 생활

을 유지하고 자녀가 있는 대상자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으로 중증 질환을 진단받지 않았고 질문지 내용에 응답

할 수 있으며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수락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산출하였고 다중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

(alpha) .05, 검정력(power) 0.8, 효과크기(effect size) 

.25로 하였을 때 최소 159명이었으며 탈락률 10%를 고

려할 때 175명 이상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의 기초조사 

대상자는 모두 302명으로 이중 갱년기 증상 도구

(ADAM)에서 갱년기로 분류된 자는 220명이었으며,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21부를 제외하고 최종 199

명을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갱년기 증상

본 연구에서는 Morley 등[14]이 개발하고 Kim 등

[15]이 한국어로 번안한 갱년기 증상 도구인 

ADAM(Androge Deficiency in Aging Males)을 사용

하였다. 이 도구는 성욕, 기력, 체력, 지구력, 키, 삶의 즐

거움, 울적함 또는 짜증, 발기 및 운동능력과 수면 및 일

의 수행 능력으로 구성된 총 10개의 문항이다. 각 문항은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할 수 있고 성욕 감퇴 또는 발기력 

감퇴 문항에 ‘예’라고 응답하거나 다른 문항 3가지 이상

에 ‘예’이면 남성 갱년기로 분류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남

성 갱년기 증상이 많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Morley 등[14]이 개발할 당시 Cronbach's alpha .88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72였다.

2.3.2 자살 사고

본 연구에서는 Harlow 등[16]이 개발하고 Kim[17]

이 한국어로 번안하고 수정한 자살 사고 도구인 

SIS(Suicide Ideation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죽고 싶다는 생각, 자살에 대한 생각, 자살하고 싶다고 말

한 경험, 인생을 자살로 끝날 것 같다는 생각, 자살에 대

한 구체적 계획으로 구성된 총 5개의 문항이다. Likert 

척도 1점(전혀 없었다)부터 4점(자주 있다)으로 측정되

며, 최소 5점에서 최대 20점까지 점수화하여 점수가 높

을수록 자살 사고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Harlow 등[16]이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86이

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77이었다. 

2.3.3 주관적 행복감

본 연구에서는 Lyubomirsky 등[18]이 개발하고 

Lim[19]이 한국어로 번안한 주관적 행복감도구인 

SHS(Subjective Happiness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일반적으로 자신에 대한 생각을 답하는 총 4개의 

문항으로 Likert 척도 1점(매우 행복하지 못함 사람)부터 

7점(매우 행복한 사람)으로 측정된다. 긍정 문항은 그대

로 합산하되 부정 문항인 마지막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

여 최소 4점에서 최대 28점까지 점수화하며 점수가 높을

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Lyubomirsky 등[18]이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8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91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20년 12월 ~ 2021년 1월

까지 시행하였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설문에 응한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구조화된 설문지 form을 링크로 전송하였다. 대상자가 

링크에 접속하여 응답하면 연구자는 전송된 결과를 확인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전산 처리되어 통계 자

료로만 활용되며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고 연구 목적 

이외에 절대로 사용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모든 자료 

수집이 끝난 후 성실하게 답변을 완료한 대상자에게 소

정의 상품을 제공하였다.

2.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4.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

였다. 먼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실수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로 검증하였다. 대상자의 갱년기 증상, 

자살 사고 및 주관적 행복감 간의 점수를 파악하기 위하

여 기술통계분석으로 검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에 따른 각 연구변수는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 검증은 Scheffé test로 하였으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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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로 분석하였다. 기혼 중년 남성의 갱년기 증상이 자살 사

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주관적 행복감의 매개효과를 검증

하기 위하여 Baron & Kenny[20]의 3단계 회귀분석을 

사용하고,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Sobel[21]의 검증 공식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의 대상자는 199명으로 이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2.95세로 65세 이상이 

52명(26.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46~50세

가 49명(24.6%) 순으로 많았다. 동거 가족 형태는 자녀

와 함께 거주하는 대상자가 140명(70.4%)이었고, 부모

님을 부양하는 대상자가 28명(14.1%)으로 나타났다. 자

녀 수는 2명이 103명(51.8%)으로 가장 많았으며, 최종학

력은 대졸이 125명(62.8%), 고졸이 49명(24.6%) 순이었

다. 종교가 무교라는 답이 111명(55.8%)으로 과반수였

다. 직업 형태는 사무직 62명(31.2%), 전문직 50명

(25.1%), 자영업 30명(15.1%), 서비스직 29명(14.6%), 

무직 15명(7.5%), 기타 13명(6.5%) 순으로 나타났다. 가

정 평균 월수입은 200~299만원이 50명(25.1%)으로 가

장 많았고 300~399만원이 46명(23.1%), 400~499만원

이 42명(21.1%)으로 뒤를 이었다. 현재 흡연 중인 대상

자가 91명(45.7%), 음주 중인 대상자가 160명(80.4%)으

로 가장 많았으며 운동은 불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대상자

가 115명(57.8%), 꾸준히 운동하는 대상자가 44명

(22.1%), 운동하지 않는 대상자가 40명(20.1%) 순이었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

Age (year)
40∼45 38 19.1

Smoking
yes 91 45.7

intermediary  break 72 36.246∼50 49 24.6
no 36 18.150∼55 38 19.1

Alcohol
yes 160 80.4

56∼60 22 11.1
intermediary 
break

32 16.1over 65 years  of age 52 26.1

Mean±SD 52.95±7.41 no 7 3.5

Range 40~65
Exercise

regular 44 22.1

Cohabitation family 
form(duplication 
selection)

child 140 70.4
irregularity 115 57.8

no 40 20.1

parent 28 14.1 Disease status
(in the last 3 
months)

yes 50 25.1

Number of children one person 81 40.7 no 149 74.9

two person 103 51.8
Subjective health 
condition

very healthy 7 3.5

three or more 15 7.5 healthy 94 47.2

Education
Middle school 3 1.5 normal 42 21.1

unhealthy 48 24.1High school 49 24.6
very unhealthy 8 4.0

College graduate 125 62.8

Andropause
perception

I think I am now 

experiencing andropause
46 23.1graduate school 22 11.1

Religion
nonreligious 111 55.8 no 153 76.9

christianism 41 20.6
Marital intimacy feel close 37 18.6

Buddhism 31 15.6
nothing special 48 24.1catholicism 8 4.0

Other 8 4.0
feel distance 114 57.3

Occupation
Professional 50 25.1

Service 29 14.6
Intimacy with 

children

feel close 38 19.1
Office worker 62 31.2

nothing special 47 23.6Self-Employed  Business 30 15.1

inoccupation 15 7.5
feel distance 114 57.3

Other 13 6.5

Monthly average 

household income

<200 25 12.6
Social interpersonal 

relationship

feel close 43 21.6
<300 50 25.1

nothing special 59 29.6<400 46 23.1

<500 42 21.1
feel distance 97 48.7

≧ 500 36 18.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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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질병은 없다는 사람이 149명(74.9%)으로 많았으며, 

3개월 내에 진단받은 질병이 있다는 50명(25.1%)이었으

며,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하다는 대답이 94명(47.2%)

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하지 않음이 48명(24.1%)으로 뒤

를 이었다. 현재 자신이 갱년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갱년기 인식 문항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는 

대상자가 153명(76.9%)으로 많았다. 친밀도는 부부 사

이에 거리감을 느낌이 114명(57.3%), 자녀와 거리감을 

느낌이 114명(57.3%)으로 각각 나타났다. 사회적 대인

관계에서는 거리감을 느낀다는 대답이 97명(48.7%)으로 

가장 많았다(Table 1 참조).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갱년기 증상, 자살 

    사고 및 주관적 행복감

대상자들의 갱년기 증상 평균 점수는 10점 만점에 

4.30±1.79점이었으며, 자살 사고는 20점 만점에 

6.46±2.04점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행복감은 29점 만

점에 17.00±5.08점이었다. 갱년기 증상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특성은 자녀와 동거중인 가족 형태

(t=-3.675, p<.001), 운동 여부(F=4.534, p=.012), 최근 

3개월 내 진단받은 질병 여부(t=3.454, p=.001), 부부 친

밀도(F=4.006, p=.020), 자녀 친밀도(F=3.729, p=.026)

로 나타났다. 사후 분석 결과 운동을 하지 않는 대상자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대상자보다 갱년기 증상이 심하였

다. 부부 친밀도 및 자녀 친밀도에서 친밀감을 느끼는 대

상자가 별 느낌이 없다고 답한 대상자에 비해 남성 갱년

기 증상이 낮게 나타났다. 자살 사고에 유의한 차이가 나

는 특성은 부모와 동거하는 가족 형태(t=2.244, p=.026), 

흡연 여부(F=6.479, p=.002), 최근 3개월 내 진단받은 

질병 여부(t=2.116, p=.036), 부부 친밀도(F=4.210, 

p=.016), 자녀 친밀도(F=4.380, p=.014)였다. 사후 분석 

결과 현재 흡연 중인 대상자가 흡연 경험이 없는 대상자

보다, 부부 및 자녀와의 관계에 별 느낌이 없다고 답한 

대상자가 거리감을 느낀다는 대상자보다 자살 사고가 높

게 나타났다. 주관적 행복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특

성은 자녀가 있는 가족 형태(t=3.713, p>.001), 자녀 수

(F=4.571, p=.011), 가정 평균 월수입(F=2.283, 

p=.048), 흡연 여부(F=3.482, p=.033), 운동 여부

(F=8.425, p<.001), 최근 3개월 내 진단받은 질병 여부

(t=-2.945, p=.004), 부부 친밀도(F=11.011, p<.001), 

자녀 친밀도(F=10.879, p<.001), 사회적 대인관계

(F=10.520, p<.001)로 나타났다. 사후 분석 결과 자녀 

수가 1명인 대상자가 3명 이상인 대상자보다, 운동을 하

지 않은 대상자가 꾸준히 또는 불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대상자보다 주관적 행복감이 낮았다. 부부 및 자녀 친밀

도는 상대에게 친밀감이나 거리감을 느끼는 대상자가 별 

느낌이 없다고 답한 대상자보다, 사회적대인관계에서 거

리감을 느끼는 대상자가 별느낌이 없다고 대답한 대상자

보다 주관적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다. 흡연 여부는 사후 

분석 결과 유의하지 않았다(Table 2 참조). 

3.3 대상자의 갱년기 증상, 자살 사고 및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

자살 사고는 갱년기 증상(r=.339,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주관적 행복감은 갱년기 증상

(r=-.402, p<.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살 사고(r=-.626, p<.001)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

를 보였다(Table 3 참조).

3.4 남성 갱년기 증상과 자살 사고와의 관계에서 

    주관적 행복감의 매개효과

대상자의 갱년기 증상과 자살 사고의 관계에서 주관적 

행복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21] 3단계 절차에 의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하였

다. 먼저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갱년기 증상이 매개변수

인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설명력은 

15.7%로 나타났다(β=-.402, p<.001). 2단계에서 독립변

수인 갱년기 증상이 종속변수인 자살 사고에 유의한 영

향을 미쳤으며 설명력은 11.1%이었다(β=.339, p<.001).  

3단계에서 갱년기 증상과  주관적 행복감을 독립변수로 

자살 사고를 종속변수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그 결과 종속변수인 자살 사고에 대한 독립변수인  갱

년기 증상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β=.339, 

p<.001), 매개변수인 주관적 행복감은 자살 생각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584, p<.001). 

이때 갱년기 증상에 대한 자살 사고의 영향력이 유의하

지  않으므로(β=.105, p=.084) 갱년기 증상과 자살 사고

와의 관계에서 주관적 행복감이 완전 매개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Sobel test 결과 Z값은 5.196으로 1.96보다 크게 나

타나 매개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데이터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Durbin-Watson을 실시한 

결과 통계값은 2.098로 잔차의 자기상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지수(VIF)는 10미만, 공차한계

(Tolerance)는 .839로 0.1이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의 문제는 없었다(Table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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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Andropause Symptoms Suicidal Ideation Subjective Happines

Mean±SD t/F(p) Mean±SD t/F(p) Mean±SD t/F(p)

199 4.30±1.79 6.46±2.04 17.00±5.08

Age (year) 40∼45 38 4.07±1.73

1.235(.297)

6.18±1.61

.407(.803)

16.89±4.80

.895(.468)

46∼50 49 3.94±1.63 6.59±2.02 16.92±4.69

50∼55 38 4.42±1.69 6.68±2.37 15.82±5.19

56∼60 22 4.45±1.97 6.23±1.80 17.45±5,32

over 65 years 

of age
52 4.65±1.97 6.46±2.20 17.81±5.44

Cohabitation 
family form

(duplication 
selection)

child
live together 140 4.01±1.74

-3.675(<.001)
6.31±1.90

-1.483(.141)
17.84±4.80

3.713(<.001)
no 59 5.00±1.74 6.81±2.32 15.00±5.19

parent
live together 28 4.39±1.83

.290(.772)
7.25±2,17

2.244(.026)
16.36±5.72

-.716(.475)
no 171 4.29±1.79 6.33±1.99 17.10±4.97

Number of 
children

one persona 81 4.44±1.89

9.431(.651)

6.49±2.10

.205(.815)

15.85±5.12

4.571(.011)
a<c

two personb 103 4.20±1.77 6.48±2.02 17.53±4.96

three or morec 15 4.20±1.47 6.13±1.85 19.47±4.34

Education Middle school 3 4.67±2.08

.454(.715)

5.00±0.00

1.134(.337)

15.67±2.08

2.263(.082)
High school 49 4.53±1,92 6.65±2.18 15.73±4.83

College graduate 125 4,24±1.75 6.50±2.05 17.18±5.23

graduate school 22 4.09±1.80 5.95±1.68 18.95±4.39

Religion nonreligious 111 4.27±1.84

.477(.753)

6.43±2.00

.270(.897)

16.47±4.96

1.807(.129)

christianism 41 4.34±1.67 6.68±2.24 16.90±5.25

Buddhism 31 4.19±1.89 6.19±2.01 18.65±5.13

catholicism 8 5.13±1.46 6.63±2.39 19.63±4.21

Other 8 4.13±1.89 6.50±1.51 15.75±5.31

Occupation Professional 50 4.18±1.65

1.531(.182)

6.32±1.88

.575(.719)

17.18±5.12

.835(.526)

Service 29 4.34±2.06 6.10±1.90 17.21±4.94

Office worker 62 4.37±1.64 6.58±2.07 16.87±4.69

Self-Employed  
Business

30 4.33±1.86 6.63±2.24 17.27±5.19

inoccupation 15 5.13±1.46 7.00±2.75 14.73±6.09

Other 13 3.31±2.36 6.15±1.41 18.38±5.68

Monthly 

average 
household 
income

<200 25 5.46±1.71

2.001(.080)

6.69±2.63

1.276(.276)

14.69±5.23

2.283(.048)

<300 50 4.34±1.97 6.68±2.04 16.02±5.62

<400 46 4.11±1.79 6.09±1.63 17.39±4.71

<500 42 3.86±1.60 6.29±1.95 18.57±3.88

≧ 500 36 4.42±1.71 6.36±1.91 17.50±5.05

Smoking yesa 91 4.38±1.76

.190(.827)

6.70±2.18

6.479(.002)
a>c

15.98±4.75

3.482(.033)
intermediary 
breakb 72 4.25±1.84 6.56±2.06 17.76±5.27

noc 36 4.19±1.83 5.64±1.33 18.03±.515

Alcohol yes 160 4.30±1.75

.092(.913)

6.44±1.99

.139(.871)

16.83±5.05

.457(.634)
intermediary 
break

32 4.25±2.11 6.44±2.17 17.72±5.51

no 7 4.57±1.51 6.86±2.67 17.57±3.87

Exercise regulara 44 3.80±1.87

4.534(.012)

a<c

6.00±1.75

1.982(.141)

19.09±4.78

8.425(<.001)

a,b>c
irregularityb 115 4.27±1.81 6.49±1.92 16.99±4.82

noc 40 4.95±1.47 6.88±2.55 14.70±5.22

Table 2. Andropause Symptoms, Subjective Happines and Suicidal Ideation according to Chracteristic         (N=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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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는 기혼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갱년기 증상과 

자살 사고 및 주관적 행복감의 정도와 이들의 관계를 파

악하고, 갱년기 증상이 자살 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주

관적 행복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대상자 기초 조사(N=302)에서 남성 갱년기

로 분류된 대상자는 65.9%로 나타나 갱년기 유증상자 비

율이 64.2~68.8%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였

다[3,22]. 다수의 연구에서 중년 남성의 과반수가 갱년기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Andropause Symptoms Suicidal Ideation Subjective Happines

Mean±SD t/F(p) Mean±SD t/F(p) Mean±SD t/F(p)

Disease status
(in the last 3 
months)

yes 50 5.04±1.68

3.454(.001)

6.98±2.18

2.116(.036)

15.20±5.07

-2.945(.004)
no 149 4.05±1.77 6.28±1.96 17.60±4.95

Subjective 

health 
condition

very healthy 7 4.29±2.29

.841(.500)

8.00±4.04

1.471(..241)

15.57±6.75

.886(.474)

healthy 94 4.48±1.76 6.15±1.69 16.89±5.19

normal 42 4.33±1.78 6.24±1.74 17.31±3.98

unhealthy 48 4.06±1.79 7.00±2.41 16.65±5.37

very unhealthy 8 3.50±2.00 6.63±1.60 19.88±5.79

Andropause

perception

I think I am now 

experiencing andropause
46 4.37±1.83

.293(.770)
6.17±1.85

-1.077(.283)
17.89±5.25

1.369(.173)

no 153 4.28±1.79 6.54±2.09 16.73±5.01

Marital 
intimacy

feel closea 37 3.76±1.89

4.006(.020)
a<b

6.27±2.16

4.210(.016)
b>c

17.70±5.25

11.011(<.001)
a,c>b

nothing specialb 48 4.85±1.84 7.19±2.49 14.15±4.23

feel distancec 114 4.24±1.69 6.21±1.71 17.96±4.94

Intimacy with 

children

feel closea 38 3.87±1.89

3.729(.026)

a<b

6.58±2.33

4.380(.014)

b>c

16.87±5.60

10.879(<.001)

a,c>b
nothing specialb 47 4.87±1.86 7.15±2.50 14.26±4.21

feel distancec 114 4.21±1.69 6.13±1.62 18.17±4.84

Social 
interpersonal 
relationship

feel closea 43 4.05±1.93

2.657(.073)

6.44±2.00

1.161(.315)

16.58±5.53

10.520(<.001)
b<c

nothing specialb 59 4.75±1.86 6.76±2.14 14.85±4.70

feel distancec 97 4.14±1.66 6.27±1.98 18.48±4.61

a,b,c : Scheffe Test 

Variable
Andropause 
Symptoms

r(p)

Suicidal Ideation
r(p)

Subjective 
Happines

r(p)

Andropause 
Symptoms

r(p)
1

Suicidal Ideation
r(p)

.339
(<.001)

1

Subjective 
Happines

r(p)

-.402
(<.001)

-.626
(<.001)

1

Table 3. Relationship of Andropause Symptoms, 

Subjective Happines and Suicidal Ideation 

(N=199)

Step Variable β t p Adjusted R2 F p VIF

1 Andropause Symptoms → Subjective Happines -.402 -6.156 <.001 .157 37.897 <.001 1.000

2 Andropause Symptoms → Suicidal Ideation .339 5.062 <.001 .111 25.620 <.001 1.000

3 Andropause Symptoms → Subjective Happines →  Suicidal Ideation .395 65.612 <.001

Andropause Symptoms → Suicidal Ideation .105 1.735 .084 1.192

Subjective Happines →  Suicidal Ideation -.584 -9.673 <.001 1.192

Sobel test : Z=5.196, p<.001

Table 4. Mediating effect of Metacogni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ndropause Symptoms, Subjective Happines 

and Suicidal Ideation            (N=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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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을 경험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갱년기 인지에 대

한 질문에 그렇지 않다의 답변이 76.9%의 높은 비율로 

나타나 우리 나라의 남성들의 갱년기 증상에 대한 인지

가 현저히 낮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연구 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에 따른 갱년기 증상 정도는 자녀와 동거중인 

가족 형태, 운동 여부, 최근 3개월 내 진단받은 질병 여

부, 부부 친밀도, 자녀 친밀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중년 남성의 운동 여부에 따른 차이는 

운동을 하는 남성이 하지 않는 남성에 비해 갱년기 증상

이 낮았다는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므로[3.23] 중년 남성

의 갱년기 증상 중재를 위해 운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대상자들은 선행연구

[3,4]와 마찬가지로 최근 진단받은 질병이 있는 경우 갱

년기 증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최근 3개

월 동안 진단받은 질병으로 고혈압, 당뇨, 폐암, 오십견 

등이 있었으며, 그 중 고혈압은 관상 동맥 심장 질환이 

남성의 갱년기 증상과 관련이 있다는 Rezaei 등[24]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중년 남성은 청년이나 노인에 비

해 과음 및 흡연률이 높으며 활동 감소 등의 생활습관이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주지만[25], 본 연구 결과를 토대

로 남성 갱년기 증상을 포함한 다양한 접근의 후속 연구

를 통해 심혈관 질환과의 직접적인 인과성을 확인하고, 

남성 갱년기의 중증도 구분 시 심혈관 질환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3,26]를 참고하여 최근 3개월 동안 진단받은 질병

으로 질병 여부를 나타내었다. Heo 등[26]의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 지역별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

점을 고려해야 하며, 현재의 질병 상태 및 만성 질환 여

부나 이환 기간 등을 포함한 세분화된 질병 상태로 접근

하여 갱년기 증상과 연관성을 파악해야 한다. 부부 및 자

녀와의 친밀감과 갱년기 증상의 연관성은 자녀와의 관계

가 좋지 않을수록 갱년기 증상이 높았다는 Seo[23]의 연

구 결과와 일치했으며, 갱년기 남성에게 배우자와 자녀의 

이해와 격려가 큰 힘이 되고 가족의 결속력으로 갱년기 

증상을 잘 이겨냈다고 보고한 Lee[27]의 연구를 뒷받침

하였다. 본 연구에서 부부 및 자녀와의 친밀감이 각 변수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기혼 중년 남성을 대상으

로 한 것에 의미가 있으나, 현대 사회에 맞추어 늘어나는 

추세인 미혼이나 돌싱(이혼 남성), 기러기 아빠 등 혼자 

거주하는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진행하여 중

년 남성의 주거 형태, 동거 가족, 가족 친밀감 등의 영향 

정도를 지속적인 반복 연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자살 

사고는 부모와 동거하는 가족 형태, 흡연 여부, 질병 여

부, 부부 친밀도, 자녀 친밀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 평균 수명의 증가로 가장으로서의 역할과 자신의 

노후 준비뿐 아니라 부모 세대의 부양이 스트레를 가중

시키므로[28] 부모님을 부양하는 대상자에게서 자살 사

고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

를 포함한 동거하는 가족 형태를 중복 선택하게 함으로

서 부모님과 동거 형태의 경우 자녀와의 동거 유무를 구

분하지 않았다. 자살 사고에 부모의 부양이 영향을 주는 

특성으로 나온 결과를 참고하여, 후속 연구 시 부모님과 

동거하는 경우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대상자를 선

별 후 시행해보길 바란다. 본 연구에서는 흡연을 할수록, 

질병이 있을수록 자살 사고가 높았지만 Seo 등[28]의 연

구에서 흡연과 질병이 중년 남성의 자살 사고와 유의하

지 않은 변수로 나타나 반복적인 연구를 통해 영향을 미

치는 변수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주관적 행복감은 

자녀가 있는 가족 형태, 자녀 수, 가정 평균 월수입, 흡연 

여부, 운동 여부, 질병 여부, 부부 친밀도, 자녀 친밀도, 

사회적 대인관계로 나타났다. 자녀와 거주하는 가족 형태 

및 자녀 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게 나왔다. 이

는 배우자보다는 자녀가 갱년기 남성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중년의 과업 중 하나인 아

버지로서의 역할 성취나 자녀 양육의 기쁨이 삶에서 중

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 가정 평균 월수입 

정도는 자녀의 학비 및 노후 준비 등에 대한 불안을 야기

시켜 중년의 위기감을 높이므로[23] 주관적인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흡연은 긴장 완화 및 스트레스

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 

뿐 아니라 건강 증진의 효과를 나타내므로[29] 스트레스 

대처의 일종으로 작용하여 주관적 행복감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사료된다. 질병은 갱년기 남성의 우울과 관련이 

있으며[4] 갱년기 증상을 악화시켜[3] 주관적 행복감을 

저하시키는 변수로 설명된다. 부부 및 자녀 친밀도에 대

한 결과로 상대에게 친밀감을 느끼는 대상자 뿐 아니라 

거리감을 느끼는 대상자 또한 별 느낌이 없다고 답한 대

상자보다 주관적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힘들 때 

힘이 되어주는 것은 가족이며 삶의 활력소[30]인 가정이 

있는 반면, 갱년기로 인한 부부관계의 어려움이나 역할 

변화 및 사춘기를 겪는 자녀들과의 갈등[30]으로 거리감

을 두는 것이 가정 유지를 위한 최선으로 해석된다. 가족

에 대한 또 다른 애정의 방법으로 상대에게 별 느낌이 없

는 대상자보다 행복감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사회적 

대인관계에서 거리감을 느끼는 대상자가 특별한 느낌이 

없다고 답한 대상자보다 주관적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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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급변하는 사회 흐름에 따른 업무 변화 및 적응, 대인

관계에서의 경쟁, 직장 내 위기감 속에[28] 적당한 거리

감을 형성함으로써 행복을 유지하려는 방법으로 사료된

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대인관계가 주관적 행복감과 깊

은 연관성을 나타내어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는 중

년 남성의 경우 생산성의 발달과업 및 사회적 지지가 정

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Seo 등[28]의 연구를 뒷받침

한다. 또한 갱년기 증상이 있는 여성의 경우 경제 활동을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사회적 지지가 갱년기 극

복력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31].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갱년기 증상이 있는 중년기의 심리적 접

근 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을 파악하고 성별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을 고려하여 접근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자살 사고는 갱년기 증상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주관적 행복감은 갱년기 증상과 유의

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살 사고와는 유의한 부

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갱년기 증상이 높을수록 자살 

사고가 높고 주관적 행복감은 낮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갱년기를 경험하는 중년 남성의 주관적 행복감이 낮을수

록 자살 사고는 높아진다. 갱년기 증상으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가 가족 및 사회적 변화로 이어지며 자살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30] 선행연구를 지지하

는 결과이다. 남성의 갱년기 증상과 자살 사고, 주관적 행

복감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므로 반복 연구를 통하여 상

관관계를 지속적으로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기혼 중년 남성의 갱년기 증상과 자살 사

고와의 관계에서 주관적 행복감이 완전 매개효과임이 확

인되었다. 선행 연구들에서 갱년기 남성의 스트레스와 우

울은 삶의 질과 연관이 있고, 갱년기 남성의 경우 우울을 

매개로 자살 사고에 영향을 주며, 중년 남성의 자살에 스

트레스와 우울은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이다

[3,4,6,28]. 중년 남성의 우울 및 감정억제가 행복과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므로[32]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부정적인 감정과 상반되는 행복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갱

년기 증상이 있는 남성의 자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기혼 중년 남성의 신체적, 심리적 사정 시 갱년

기 증상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자살 가능성을 조기 발

견하고 자살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속적인 방안

을 모색해야 하겠다. 또한 갱년기 간호 중재에 주관적 행

복감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행복감을 높임

으로써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고 자살 사고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간호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기혼 중년 남성의 갱년기 증상과 자살 사고 

및 주관적 행복감의 정도와 이들의 관계를 확인하고 갱

년기 증상이 자살 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주관적 행복

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하여 추후 중년 남성의 갱년기 증

상에 필요한 간호 중재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 마련에 제

공할 목적으로 시도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결

과 갱년기 증상은 자녀와의 동거, 운동, 최근 진단받은 질

병, 부부나 자녀와의 친밀감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갱년기를 경험하는 기혼 중년 남성은 부모

님과의 동거, 흡연, 최근 진단받은 질병, 부부나 자녀와의 

친밀감 정도에 따라 자살 사고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

다. 주관적 행복감은 자녀와의 동거, 자녀 수, 가정 평균 

월수입, 운동, 최근 진단받은 질병, 부부나 자녀와의 친밀

감 정도, 사회적 대인관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각 

변수들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갱년기 증상과 

자살 사고와의 관계에서 주관적 행복감의 매개효과를 검

증한 결과 주관적 행복감이 완전한 매개효과임이 확인되

었다.

본 연구의 시도는 높은 자살률로 사회적 문제인 중년 

남성의 자살 사고를 중년의 과업인 갱년기 증상과 연관

을 두고 연구한 것에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갱년기 증상

이 기혼의 중년 남성의 자살 사고와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으며 주관적 행복감의 매개효과를 입증한 결과를 바탕

으로 향후 남성의 갱년기 증상 및 중년 남성의 자살에 관

련된 연구에 기초 자료로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따라서 기혼 중년 남성의 자살 예방을 위해 자살 사고 

사정 시 남성의 생애주기 사건인 갱년기 증상을 포함하

며, 주관적 행복감 향상 프로그램을 중재로 포함하고 반

복적 시도를 통해 효과를 검증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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