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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중년 남성의 생활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WIN 25.0 program을 이용하여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SPSS Process Macro(Model 4), 부트스트래핑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생활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의 효과를 고려할 경우 생활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49이었다. 매
개변수인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고려할 경우 생활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50이었다. 즉, 매개변수를 고
려하지 않았을 때 생활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쳤던 전체효과 .62에 비해 감소되었다. 이를 통해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
지는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중년 남성의 우울 감소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 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중년 남성, 생활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우울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and depression in middle-aged men.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SPSS/WIN 25.0 program,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SPSS Process Macro 
(Model 4), and bootstrapping approach. As a result of this study, when considering the effect of 
self-esteem, a paramete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and depression, the direct effect of life 
stress on depression was .49. Considering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as a parameter, the direct effect 
of life stress on depression was .50. That is, when the parameters were not considered, life stress 
decreased compared to the overall effect of .62 on depression. Through this, it was confirmed that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had a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and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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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중년기에 대한 구분은 학자마다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생활 연령과 가족의 생활 주기를 고려할 때 40세부터 60
세 미만을 중년기로 정의할 수 있다[1]. 중년기는 다른 생
애주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고 다양성과 규칙성
이 적어 사회적 관심 대상에서 다소 소외되는 경향이 있
다[2]. 최근 노년 인구가 증가하면서 성공적 노화와 노년
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년기 이전 단계인 중년기의 신
체적·심리적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
히, 중년 남성은 삶의 과정 동안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심리적·사회적 스트레스로 인해 중년 여성과는 다른 심
리적 위기감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중년기에 대한 사
회적 관심은 중년 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
고 중년 남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미흡한 
실정으로[3, 4], 중년 남성의 심리적 위기감이 증가되어 
우울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급변하는 현대사
회 속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년 남성의 우울
에 대해 사회적으로 깊이 있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울은 기분저하, 의욕이나 흥미 상실 등 일상생활 등에
서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부정적 정서로 전 세계 인구
의 4.4%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이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5].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우울증 유병인
구는 33.9%로 중년 여성이 중년 남성에 비해 약 2배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6, 7]. 특히, 중년기 우울은 경제적 
문제, 은퇴 또는 실직, 주변인과의 사별, 신체적 질환과 
같은 생활사건으로 인해 우울의 위험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5], 인지적·사회적 기능의 손상과 함께 삶의 질에 심
각한 영향을 미쳐 중년기의 사망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
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8]. 

우울은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최근 50대 
중년 남성의 경우 우울 및 자살 시도가 증가하고 있어 중
년 남성의 우울은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건
강문제로 재조명 되고 있다[6, 7]. 중년 남성은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높아 여성에 비해 우울정도는 낮다. 그러나 
중년남성은 스트레스와 피로를 많이 느끼고, 이를 외부로 
표현하기보다는 개인의 내적 문제로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와 같은 심리·사회적 
변수들의 작용으로 인해 개인이 경험하는 우울 정도에는 
개인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9].

중년기 우울은 생활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
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9]. 생활스트레스는 일

상생활 속에서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긍정적이고 부정적
인 모든 사건으로[10], 생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정신건
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불안, 강박, 신체화, 우울 등
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11]. 만
성 스트레스는 우울을 발현시키는 위험인자로 장기간 동
안의 높은 직업스트레스, 가족 구성원의 역할 변화로 발
생하는 스트레스의 증가는 중년 남성의 우울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12]. 중년 남성은 사회·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자신의 내적 갈등과 부정적 감정표현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4, 13]. 이로 인해 공격적 행동이 
증가거나 우울이 가중되어 결과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4, 6, 13]. 이와 같이 생활스트레스가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때 중년남성의 우울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자아존중감은 우울에 있어 중요한 조절 요인으로 보고
되고 있다[14, 15]. 자아존중감은 인간관계 속에서 만들
어지는 자기가치에 대한 평가로, 자아존중감은 중년기에 
최고조에 이른 후 급격하게 저하된다[14]. 중년기는 스트
레스 상황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과업에 적극적으
로 대처하였을 때 긍정적 정서와 자신감을 갖게 되고 이
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높아질 수 있다[16].또한, 자아존
중감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정신건강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14], 그러나 자아존중감이 저하될 
경우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우울에 이환될 
가능성이 높다[17-19], 낮은 자아존중감은 우울을 심화
시켜 자살사고에 직접적인 매개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서적·심리적 위기감을 경험하고 있는 중년 남성에게 
자아존중감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20]. 

사회적 지지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중년 
남성의 경우 심리·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문제를 완충시키는 효과가 있다[21]. 사회적 지지는 생활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서적·심리적 안녕감을 유도하여 가
족 내 구성원의 변화와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기 쉬운 
중년 남성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직·간접적인 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다[22].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체계 형성
은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지각하게 되어 우울을 최소
화 하는데 효과가 있다[23-25]. 이와 같이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생활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체계를 활용한 우울 감소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중년 남성의 생활스트레
스,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정신건강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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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인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변수들 간의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고 인과관계를 알아보
기 위해 진행되었다[26, 27]. 중년 남성의 생활스트레스
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심리·사회적 변수인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한다면 중년 남성의 우울
을 감소시키고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간호중재를 
개발되는데 필요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더 나아가 사회적 인구 집단 구조상 가장 많은 분
포를 보이고 있는 중년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공
적 노화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 목적
 중년 남성의 생활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및 우울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중년 남성의 생활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아
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다.

Fig. 1. Conceptual freamework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선행연구[28]에서 중년기 대상자를 40∼59

세로 설정한데 근거하여, J시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 
59세 이하의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대상자
는 임의 표출 방법에 의해 본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9.2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예측요인 4개(생활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우
울)로 할 경우 최소 129명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었으
며, 탈락율 10%를 고려하여 150명을 편의표출 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우울

우울은 Radloff[29]가 개발한 CES-D 를 전 등[30]이 
재구성하여 개발한 통합적 한국판 CES-D 로 사용하였
다. 본 도구는 총 20 문항의 4 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
어 있다. 도구의 점수는 ‘1 일 이하(극히 드물다)’ 0 점에
서 ‘5∼7 일(대부분 그랬다)’ 3 점으로 최저 0 점에서 최
고 60 점의 범위를 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점수가 16 점 이상인 경우 임상적 
개입이 필요한 정도의 우울수준으로 분류하였다[29]. 도
구의 신뢰도는 전 등[30]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91 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전체 신
뢰도 Cronbach's α=.91 이었다.

2.2.2 생활스트레스
생활스트레스는 Holmes와 Rahe[31]의 ‘최근 생활 

경험표’를 바탕으로 채와 정[32]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가족관계문제, 경제문제, 건강문
제, 역할문제 4개 영역 총 20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의 점수는 ‘전혀 심각하지 않았다’ 1
점에서 ‘매우 심각했다’ 5점으로 최저 20점부터 최고 
100점까지의 범위를 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스트
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채와 
정[3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91이
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93이었다. 

2.2.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genberg[33]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Self-esteem scale)도구를 전[34]이 번안한 도구로 사
용하였다. 본 도구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아존
중감 2개영역 총 10문항의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의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최저 10점에서 최고 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
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α=.85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83이었다.

2.2.4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Zimet 등[25]이 개발한 MSPSS를 이

[35]가 번안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가족 지지, 
친구 지지, 의미 있는 주변인 3개 영역 총 12문항의 7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의 점수는 ‘매우 그렇
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으로 최저 12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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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84점까지의 범위를 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
적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35]의 연구에서 도구
의 신뢰도 Cronbach's α=.90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
의 신뢰도 Cronbach's α=.95이었다.

2.3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먼저 대상자 20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

였다. 예비조사 대상자에게 수정해야 할 문장이나, 설문 
작성 시 어려움이 있는 문항에 대한 의견을 받은 결과 수
정할 문항이나, 설문작성 시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5월부터 2020년 8월
까지 3개월이었다. 자료수집은 코로나19로 대면접촉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비대면으로 시행하였고, 온라인으로 
자료수집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구글 설문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총 150개의 설문이 모두 회
수되어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2.4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대상자들을 직접 접촉하지 않

아 연구자로 인한 영향은 발생하지 않았다. 설문지는 구
글 설문으로 회수된 자료를 비밀번호가 설정된 하드디스
크에 저장하여 보관하였으며, 저장 즉시 인터넷 상에서는 
삭제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윤리적 보호를 위한 연구 안
내문을 작성하여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여 동의란
에 체크가 된 후 설문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의
서에 연구 참여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철회가 가능하고 
연구 목적 외에는 설문이 사용되지 않을 것을 제시하였
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코드화되어 기밀처리가 되며 3년
간 보관 후 영구 삭제할 예정이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0 program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 특성, 생활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및 우울 정도는 실수와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 특성에 따른 생활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사회
적 지지 및 우울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사용하
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é's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생활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및 
우울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

감,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Model 4)를 사용하였다. 또한 매개효
과의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접근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대상자

의 평균 연령은 47.9세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대졸이 
110명(73.3%)로 가장 많았고 고졸 이하가 31명(20.7%), 
대학원 이상 9명(6.0%) 순이었다. 대상자는 모두 결혼을 
한 상태로 초혼이 145명(96.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
고, 재혼은 5명(3.3%)이었다. 직업은 전문직이 48명
(32.0%)으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 47명(31.3%), 사무직 
42명(28.0%), 영업직 12명(8%), 무직 1명(0.7%) 순이었
다. 건강상태는 ‘좋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73명(48.7%)
으로 가장 많았고, ‘그저 그렇다’ 62명(41.3%), ‘매우 좋
다’ 10명(6.7%), ‘나쁘다’ 5명(3.3%) 순이었다(Table 1).

Characteristics Category N(%)

Education

≤High school 31(20.7)

University 110(73.3)

Graduate school 9(6.0)

Marriage
First marriage 145(96.7)

Remarried 5(3.3)

Occupation

None 1(0.7)

Profession 48(32.0)

Self-employed 47(31.3)

business 12(8.0)

Office worker 42(28.0)

Health state

Bad 5(3.3)

So so 62(41.3)

Good 73(48.7)

Very good 10(6.7)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N=150)

3.2 대상자의 생활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우울 정도

대상자의 생활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및 
우울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 총점 평균은 생활스트레스 
45.72점, 자아존중감 29.31점, 사회적 지지 60.47점, 우
울 15.21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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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Life stress Self-esteem Social Support Depression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Education

≤High school 46.81±11.86

.44(.65)

28.74±3.61

1.52(.22)

59.32±12.00

0.36(.70)

14.77±8.18

1.00(.37)University 45.74±14.70 29.28±4.42 60.55±13.08 15.65±9.60

Graduate school 41.78±15.00 31.56±4.64 63.44±14.84 11.22±7.92

Marriage
First marriage 45.88±14.26

.53(.47)
29.28±4.28

.134(.72)
60.39±12.92

.168(.68)
15.11±9.07

.47(.49)
Remarried 41.20±9.26 30.00±5.15 62.80±14.10 18.00±14.49

Occupation

None 53.00±0.00

.69(.60)

31.00±0.00

2.21(.07)

54.00±0.00

1.30(.27)

21.00±0.00

1.40(.24)

Profession 44.04±14.35 30.56±4.03 61.21±13.18 12.77±8.63

Self-employed 47.72±13.79 28.89±4.26 51.94±12.58 16.91±8.73

business 42.00±12.60 30.08±4.78 66.83±13.04 15.75±8.73

Office worker 46.29±12.60 28.07±4.24 60.78±12.76 15.79±10.36

Health state

Bad 67.40±12.93

14.70
(<.01)

26.80±3.42

5.30
(<.01)

55.20±12.93

5.66(<.01)

23.00±6.71

11.34
(<.01)

So so 50.90±12.95 28.04±4.04 56.03±13.38 19.23±9.17

Good 41.59±32.90 30.14±4.06 63.61±11.66 12.14±7.81

Very good 32.90±11.63 32.30±5.38 67.60±9.90 8.80±8.26

Table 3. Difference of Life Stress, Self-esteem, Social Support, Depression by Characteristics           (N=150)

Variables M±SD Degree

Life stress 45.72±14.12 0-100

Self-esteem 29.31± 4.29 0-40

Social support 60.47±12.92 0-84

Depression 15.21± 9.24 0-60

Table 2. The level of life stress,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of subjects   (N=150)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우울의 차이

본 연구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인들의 차
이를 살펴본 결과, 교육수준, 결혼유무, 직업에 따른 생활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우울의 차이는 유의
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건강상
태에 따른 생활스트레스(F= 14.70, p<.01), 자아존중감
(F= 5.30, p<.01), 사회적 지지(F= 5.66, p<.01), 우울(F= 
11.34, p<.01)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able 3). 

3.4 생활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우울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생
활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r= -.50, p<.01), 생활스트레스
와 사회적 지지(r= -.58, p<.01)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
고, 생활스트레스와 우울(r= .63, p<.01)은 정적 상관관
계가 있었다.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r= .54, p<.01)
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자아존중감과 우울(r= -.52, 
p<.01)은 부적 상관과계가 있었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우

울(r= -.51, p<.01)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Table 4

1 2 3 4

Life Stress 1

Self-esteem -.50(p<.01) 1

Social Support -58(p<.01) .54(p<.01) 1

Depression .63(p<.01) -.52(p<.01) -.51(p<.01) 1

1.Life Stress, 2.Self-esteem, 3.Social Support, 4.Depression

Table 4. Correlation of life stress,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3.5 대상자의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
    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본 연구는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독립성, 다중공선
성, 등분산성, 정규성 조건을 검정하였다. 변수들 간의 다
중공선성 확인을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변
수들 간의 상관계수는 -.58∼.63으로 기준치인 0.8보다 
작게 나타났다. 모형의 독립성을 검증한 결과, 
Durbin-Watson값은 1.69∼1.77로 2에 가깝게 나타나 
잔차들 간 자기상관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36]. 또
한,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분산팽창
인자(VIF)는 1.53∼1.73으로 모두 10보다 크지 않았기
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고[36], 잔차 분석 결과 모
형의 선형성, 오차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대상자의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
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
되었다(Table 5, 6). 모형 1에서 예측 변수인 생활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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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Β(SE) β t p Adj.R² F p
Model 1 Life stress → Depression .29 .62 9.81 <.001 .39 96.38 <.001

Model 2 Life stress → Self-esteem -.15 -.28 -6.99 <.001 .25 48.89 <.001

Model 3 Life stress → Social Support -.53 -.58 -8.68 <.001 .34 75.39 <.001

Model 4 Life stress, Self-esteem → Depression

.45 61.07 <.0011) Life stress → Depression .28 .49 5.63 <.001

2) Self-esteem → Depression -.60 -.28 -3.99 <.001

Model 5 Life stress, Social Support → Depression

.43 54.51 <.0011) Life stress → Depression .32 .50 6.53 <.001

2) Social Support → Depression -.16 -.22 -2.84 <.001

Table 5.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and depression

Variables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95%CI 95%CI

Life stress → Self-esteem → Depression .09 .04 .02 .17

Life stress → Social Support → Depression .08 .04 .01 .16

Table 6. Significance test of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and depression 

스가 우울에 미치는 전체효과는 .62(p<.001)로 나타나 
생활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확인하였
다. 모형 2와 모형 3에서 예측변수인 생활스트레스가 매
개변수인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경로계수는 -.28(p<.001)
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는 
-.58(p<.001)로 나타나 생활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과 사
회적 지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예측변수인 생활스트레스를 통제한 상태에
서,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모형 4와 모형 5에서 
자아존중감의 경로회귀계수는 -.28(p<.001), 사회적 지
지의 경로회귀계수는 -.22(p<.001)로 나타났다. 매개변
수인 자아존중감의 효과를 고려할 경우 생활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49(p<.001)로 나타났으며, 
같은 방식으로 매개변수인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고려하
여 생활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50(p<.001)로 나타나 매개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생활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쳤던 전체효과 .62에 비해 감
소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예측변수인 생활스트레스와 
종속변수인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
지가 부분적으로 매개변수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Table 5). 이들 변수가 우울을 설명하는 정도는 
자아존중감 45%, 사회적 지지 43%로 나타났다.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
랩 표본 5,000개를 추출하여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

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한 결과, 95% 신뢰구간에서 구
한 매개효과 계수의 하·상한 값은 자아존중감은 각각 .02
와 .17이었고, 사회적 지지는 각각 .01과 .16으로 나타나 
그 값이 모두 0의 값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자아존중감
과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4. 논의

본 연구는 중년 남성의 생활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확
인하여 우울 정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각 변수들의 정도와 일반적 특
성에 따른 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년남성
의 우울은 15.2점으로 임상적 개입이 필요한 수준인 16
점에는 미치지 않았지만 우울이 높은 수준임을 확인하였
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차와 이[37]의 연구보다 
높고, 허와 임[38]의 연구 14.8점과 비슷하였다. 본 연구
에서 우울은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
는 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로 주관적 건강상태
를 보고한 정, 김과 임[39]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유, 
양과 유[40]의 연구에서 우울은 주관적 건강상태의 영향
을 받으며, 신체적 질병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본 연구에서 건강상태에 따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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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와도 유의미한 차이
가 있었는데, 남, 김, 이와 신[41의 연구에서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스트레스,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의 
부정적 측면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일
부 지지한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 유능하고 
중요하며, 성공적이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대인
관계를 원만히 유지시키고 건전한 성격과 정신건강 유지
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생애주기별 자아존중감의 변화
과정을 연구한 유[42]의 연구에서 중년기와 노년기에서 
우울과 만성질환의 수준이 성인기 보다 나빠지기 때문에 
만성질환이 심할수록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낮고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만성
질환 등 건강상의 문제가 중년기와 노년기의 자아존중감
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지지
하였다. 또한, 성인기 자아존중감의 변화 영향요인을 연
구한 김, 문과 장[43]의 연구에서 만성질환의 정도가 심
할수록 자아존중감의 출발 값이 낮고,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심리 사회적 기능이 축소되어 자신
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지
지한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지지는 우울을 극복하는데 있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44], 중년 남성을 대상으
로 한 김[45]의 연구에서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록 가족 지지와 사회적 지지가 높다는 연구 결과를 지
지한다. 이를 통해 중년 남성의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수
준이 심리·사회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
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자신의 건강에 대해 긍정적
으로 인식하는 중재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생활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고, 우울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는 
우울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
년여성의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우울의 
관계를 연구한 이와 고[26]의 결과와 비슷하다. 스트레스
는 우울의 가장 강력한 설명요인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46]. 자아존중감은 동일한 상황에서 긍정적인 정
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내적 
자원이며,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우울은 증가하는 경향
을 보인다[47, 48]. 또한 사회적 지지는 인간의 사회적 
욕구충족을 위해 필요한 요인으로, 긴장된 환경 속에서 
스트레스와 우울을 완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변수인 사
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은 감소한다[49]. 이는 중년남
성의 우울을 감소시키는 전략으로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

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으며 주변인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아 정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
다. 그러나 중년여성을 연구한 이와 고[26]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서로 상관성은 보이나 사회
적 지지가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니
었기 때문에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이들 관계를 확인해보
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생활스트레스는 자아존
중감과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생활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 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들 설명력은 자아존중감 45%, 사회적지지 
43%로 나타났다. 이는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없어 본 연구와 선행연구 간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그
러나 응급구조사를 대상으로 업무스트레스가 우울에 미
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를 살펴본 이와 
이[50]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중년 남성들의 가
족, 직장, 경제문제와 같은 외적인 사건이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를 감소시켜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된다. 그러나 영유아기 자녀를 둔 여성의 양
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
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박과 정[51]의 연구에서는 자아
존중감은 부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
는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차이가 있었
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스트레스, 우울과 같은 부정
적 정서와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일 지역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임의표집 하였으므로, 우리나라 전체 중년 남성을 대표할 
수 없다. 따라서 다양한 특성을 가진 중년남성을 대상으
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
에서 중년 남성의 생활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이들 사이를 매개하는 효과
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중년 남성의 우울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자아존중
감과 사회적 지지를 높여주는 중재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중년 남성의 우울에 생활스트레스, 자
아존중감,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고,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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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가 매개효과를 지닌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중년 남성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를 높이는 중재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그 전에 생활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전체적으로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을 제언한
다. 첫째, 본 연구는 일 지역의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하였
으므로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어 추후 확대연구를 제언
한다. 둘째, 생활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인을 
파악하고 이들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
하다. 셋째,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를 높일 수 있는 중
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그 효과를 규명하는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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