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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중년기는 성인기로부터 노년기로 가는 일종의 과도기로 신체적 기

능 감소, 가족 생활주기 변화, 사회적 역할 상실로 인하여 심리적 위기

감을 느끼는 시기이다[1]. 이 시기 중년여성이 경험하는 폐경은 여성에

게 있어 자연스러운 변화이지만 폐경이행기 및 폐경 후기에 걸쳐 동반

되는 증상이나 질환이 일상생활의 유지를 방해하고 삶의 질을 변화시

킨다[2]. 폐경은 여성의 난소기능이 감소됨에 따라 자율신경계의 실조

를 가져와 안면홍조, 손발 저림, 관절통 등의 신체적 증상과 짜증, 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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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정서적 변화 등의 다양한 건강문제를 야기하고[3], 중년여성의 80%

이상이 이러한 건강문제를 경험한다[4]. 중년여성의 이러한 건강 문제

는 삶의 질을 감소시키고[4] 중년여성의 가정 내에서의 역할의 변화, 은

퇴 등과 같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중년여성이 폐경기 삶의 질 중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은 정서장애, 

신체화 증상의 순으로[5] 정서적 변화가 가장 많은 이유는 갱년기로 

인한 호르몬의 영향뿐만 아니라 중년기의 미래의 걱정, 정서적 위기감

과 불안, 가족관계에서의 존재감의 변화 등이 상호작용하여 우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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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정서적 문제를 야기한다[6]. 중년여성의 우울 정도는 경증 우울 

22.9%, 중등도 우울 27.7%, 중증 우울 13%로 정상인 경우는 33.3%에 불

과하다는 연구결과[6]와 같이 중년여성의 우울은 중요한 건강문제임

을 시사하고 있다.

우울에 영향하는 요인으로는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요인 등이 있고 

기존 연구에서 중년여성 우울에 영향하는 요인으로 갱년기 삶의 질[6-

8], 스트레스[6,9], 사회적 지지[10,11], 지각된 건강상태[7] 등이 보고되

고 있다. 특히 갱년기 증상이 심각할수록 우울증상이 심하고[12], 중년

여성 우울에 가장 영향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7]. 갱년기 삶의 질은 

중년여성에게 부담이 되고[13], 폐경상태와 우울을 매개하는 중재변수

이다[14]. 스트레스는 우울증의 주요 요인으로 정상인에 비해 우울증 

환자가 2.5배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고[15], 중년여성의 우울증 집

단은 정상인보다 만성적 스트레스의 위험도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특히 남편영역과 가족영역에서 정상인보다 더 많은 스트레

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6]. 가족구성원 및 사회 관계망

으로부터의 지지체계가 축소된 중년기에서 사회적 지지는 우울의 완

충작용을 한다[17].

기존의 연구들은 중년여성의 갱년기 증상과 우울 간의 상관관계가 

대부분이어서 중년기 여성의 우울에 영향하는 요인에 대한 영향분석 

연구는 소수이며[7,11] 통합적인 분석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중년여성

의 삶의 질 향상과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우울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키고 체계적인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갱년기 삶의 질과 우울 정도를 파악하

고 우울에 영향하는 다양한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중년여성의 정신건

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

는 중년여성의 우울에 영향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중년여

성의 우울에 대한 경험적 준거의 축적과 함께 다양한 연구방향을 제

시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중년여성의 갱년기 삶의 질과 우울 정도를 파악한다.

(2) 중년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갱년기 삶의 질과 우울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3) 중년여성의 우울에 영향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갱년기 삶의 질과 우울 정도를 확인하고 우울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용어의 정의 

중년여성

중년기는 성인기와 노년기의 중간으로[1], 여성에서는 이 시기에 폐

경이 이루어지며, 갱년기, 중년기 등은 동의어로 사용한다[18]. 갱년기

란 생식기에서 비생식기로 전환되는 폐경 이전기, 폐경 이환기, 후기 

등을 포함하는 44-64세를 말한다[19]. 폐경 이전기는 비교적 규칙적으

로 월경을 하는 시기로 폐경이 되기 약 10년 전부터 난소의 크기와 무

게의 감소로 난포 수가 적어지고 에스트로겐(estrogen)과 인히빈(inhib-

in) 분비가 저하된다. 폐경 이행기 전기(early menopausal transition)는 

월경주기가 7일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폐경 이행기 후기(late meno-

pausal transition)는 월경간격이 60일 이상인 경우, 폐경후기는 폐경후

기(postmenopause)로 구분한다[18].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

고 있는 만 44-64세까지의 중년여성을 말한다.

우울

우울은 실망의 결과로 삶에서 슬픔, 낙담, 절망과 같은 느낌으로[20] 

본 연구에서는 Radloff [20]의 역학 우울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를 Chon et al. [21]이 신뢰도와 타당도

를 검토한 통합적 CES-D 한국어판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갱년기 삶의 질

갱년기 삶의 질이란 갱년기라는 특정상황이 개인의 삶의 신체적, 정

서적 사회적 측면에 영향하여 나타난 수준을 말하며[22], 본 연구에서

는 Hildith et al. [22]의 갱년기에 경험한 혈관 운동성 증상, 신체적 증

상, 심리사회적 증상, 성적 증상을 말하는 갱년기 삶의 질(Menopause-

specific Quality of life, MENQOL) 도구의 한국어 번안판 Park et al. [23]

의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 반응인 불쾌한 정서적 각성으로

[24], Cohen et al. [25]이 개발한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Perceived Stress 

Scale)의 한국어판 스트레스(Korean Perceived Stress Scale, KPSS-10) 도

구[26]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의미있는 타인을 통한 사회적 기본 욕구의 충족과 

이들에게서 제공받는 사회, 심리적 도움의 이용가능성으로[27], 본 연

구에서는 Zimet et al. [28]이 개발한 Multiple dimensional Scale of Per-

ceived Social Support (MSPSS) 척도를 Shin and Lee [29]가 번안한 측정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Jung Nam Sohn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150 | http://www.e-jhis.org

건강상태

건강상태란 개인이 현재의 건강상태를 주관적으로 평가한 결과로, 

Lawston et al. [30] 의 건강상태 자가 평가와 Mossey and Shapiro [31]의 

건강 자가평가 등을 기초로 Chang and Oh [32]가 번안하여 사용한 도

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연구 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만 44-64세까지의 중년

여성을 유한모집단으로 하여, 비확률적 표출법으로 편의표출 하였다. 

본 연구 선정제외 기준은 현재 여성호르몬 대체요법을 받는 여성이었

다. 호르몬 대체요법은 체내에 결핍된 에스트로겐을 보충하여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치료하여[19] 갱년기 삶의 질에 영향할 수 있어 제외하

였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대상자수는 G*Power 3.12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통계적 검정력인 90%, 중간수준의 효과크

기 0.15, 유의수준 0.05, 예측변수 6개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 수는 123명으로 탈락률 20%를 감안하여 149명을 연구대상

자로 편의표출하여 설문조사하였다. 그 중 자료가 부적절한 7부를 제

외한 총 142명의 자료가 선정되었다. 본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할 

것을 서면 동의한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

하기 위해 본 연구의 목적, 자료 수집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자료 

수집 시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으로 동의한 사

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연구의 참여 의사를 언

제든지 그만둘 수 있음을 공지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하여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과 대상자의 개인적 정보의 노출과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을 것임을 설명함으로써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

려하였다.  

연구도구

우울

우울은 Radloff [20]의 역학 우울척도(CES-D)를 Chon et al. [21]이 신

뢰도와 타당도를 검토한 통합적 CES-D 한국어판 도구를 사용하였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기분에 대해 0점(1일 이하)에서 3점(5일 이상)의 4

점 척도로 측정한 총 20문항(총점 0-6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함을 의미하며 16점 이상을 우울군으로 분류한다[20]. 한국어판의 신

뢰도 조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0.91[21]이었고, 본 조사의 신뢰

도는 0.93이었다. 

갱년기 삶의 질

갱년기 삶의 질은 Hildith et al. [22]이 개발한 MENQOL 도구를 

Park et al. [23]이 한국어로 번안한 도구를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하였

다. 이 도구는 혈관 운동성 증상 영역 3문항, 신체적 증상 영역 16문항, 

심리사회적 증상 영역 7문항, 성적 증상 영역 3문항 총 29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증상이 ‘있다’, ‘없다’의 유무로 측정하여 증상이 없는 경

우 1점, 있는 경우 그 강도에 따라 7점 척도로 2점(약함)-8점(강함)이 부

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갱년기 삶의 질이 나쁨을 의미한다. Park et 

al. [23] 조사에서 신뢰도는 혈관 운동성 증상 0.82, 신체적 증상 0.86, 

사회 심리적 증상 0.79, 성적 증상 0.86이었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전체

문항이 0.86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혈관 운동성 증상 

0.63, 신체적 증상 0.77, 사회 심리적 증상 0.77, 성적 증상 0.74이었다.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Cohen et al. [25]이 개발한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Per-

ceived Stress Scale)의 한국어판 스트레스(KPSS-10) 도구[26]를 사용허

가를 받고 사용하였다. 총 10개 문항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

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한국어판 도구의 신뢰도는 0.74이었고[26],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0.72이었다.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Zimet et al. [28]이 개발한 MSPSS 척도를 Shin and 

Lee [29]가 번안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가족 지지 4문

항, 친구 지지 4문항, 타인의 지지 4문항 총 12문항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 et al. [33]의 연구

에서 신뢰도는 0.89, 본 연구에서는 0.91이었다. 

건강상태

건강상태는 Lawston et al. [30]의 건강상태 자가 평가와 Mossey and 

Shapiro [31]의 건강 자가평가 등을 기초로 Chang and Oh [32]가 번안

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신이 지각한 일반적 건강상태, 자

신과 비슷한 연령대와 비교한 자신의 건강상태, 지난 1년간의 건강상

태의 변화, 일상생활 수행정도 등을 포함한 총 4개 문항 5점 척도로 점

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음을 의미한다. Chang and Oh 

[32]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0.8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0.90이었다. 

자료수집 절차

자료수집기간은 2018년 4월 2일부터 12일까지 시행하였고, 자료수

집 장소는 S시, K도 및 C도 등 2개 대도시와 1개 중소도시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중년여성 30명을 대상으로 예

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 내용에 대한 이해도 및 설문지 작성 소요

시간 등을 측정하여 본 조사에 반영하였다. 작성소요시간은 10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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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9.0 (IBM Co., Armonk, NY, USA)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하였으며,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제 변수들의 정도는 서술통계로 분

석하였다. 

(2)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갱년기 삶의 질과 우울의 차

이는 t-test, ANOVA 및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를 하였다.

(3) 연구 대상자의 제 변수들과 우울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

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였다. 연구의 접근가능성, 수용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연구에 대한 목

적, 수집방법에 대한 주의사항을 훈련받은 연구보조자가 고속(시외)버

스터미널, 교회, 지역사회 친목회, 스포츠센터 등을 방문하여 중년여성

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 등을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

고 서면으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교회, 지역사회 친목회, 스포

츠센터 등의 자료수집현장에서 설문지 작성이 어려워 추후 수거해 가

기를 희망할 경우 봉투를 제공한 후 작성 후 봉투에 넣은 설문지를 본 

연구보조자가 약속한 시간에 수거하였다.   

Table 1. Differences in quality of life on menopause and depression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42) 

Variables Category n (%) or M±SD 
Quality of life on menopause Depression scores

M±SD t or F p M±SD t or F p

All Subjects 142 (100) 2.58±1.06 17.45±10.75
Age (y) 53.8±5.8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3 (2.1) 2.77±1.99 0.00 0.933 13.66±3.51 0.27 0.757

High school 44 (31.0) 2.60±1.05 16.95±9.69
≥College 95 (66.9) 2.56±1.05 17.80±11.38

Marital status Married 120 (84.5) 2.65±1.10 0.83 0.507 17.37±10.29 0.65 0.627
Widow 5 (3.5) 2.23±0.79 20.80±19.01
Divorced 4 (2.8) 2.06±1.06 11.50±3.51
Separated 3 (2.1) 2.06±0.92 14.00±14.79
Unmarried 10 (7.0) 2.30±0.69 20.10±12.81

Economic  
status

≥Middle 91 (64.1) 2.52±1.02 -0.83 0.407 17.05±11.13 -0.58 0.560
Low 51 (35.9) 2.68±1.13 18.15±10.12

Job None 61 (43.0) 2.62±1.08 -1.08 0.682 16.32±11.00 -1.08 0.282
Have 81 (57.0) 2.55±1.05 0.41 18.29±10.55

Marital  
satisfaction†

Unsatisfied 22 (5.5) 3.29±1.25a 5.40 0.002 
(a>b)

24.86±12.77a 6.15 0.001
 (a>b)Common 63 (44.4) 2.61±1.06 17.22±9.02b

Satisfied 35 (24.6) 2.31±0.90b 12.94±8.08b

Not applicable 22 (15.5) 2.21±0.76 17.86±13.27
Menstrual cycle Premenopausal 26 (18.3) 2.26±0.94 1.28 0.281 17.57±12.77 0.46 0.705

Early menopausal transition 26 (18.3) 2.51±0.86 16.88±10.76
Late menopausal transition 12 (8.5) 2.52±0.91 19.58±13.01
Postmenopausal 78 (54.9) 2.72±1.16 16.60±9.74

Sleep† Strongly bad 12 (8.5) 3.39±1.58a 4.20 0.03 
(a>b)

29.00±13.77a 8.12 0.000
(a>b)bad 48 (33.8) 2.81±0.99 20.35±10.40

Average 45 (31.7) 2.41±0.99 15.08±9.48
good 32 (22.5) 2.27±0.84 13.37±7.93
best 5 (3.5) 1.86±0.79b 9.20±5.35b

Exercise and  
physical  
activity

Hardly 18 (12.7) 2.81±1.19 1.32 0.265 22.11±15.89 1.84 0.125
Little 30 (21.1) 2.84±0.96 19.46±9.96
Average 57 (40.1) 2.54±1.02 16.01±8.27
Occasionally 34 (23.9) 2.29±1.07 16.23±11.42
Frequently 3 (2.1) 2.43±1.77 10.33±9.45

Religion No 73 (51.4) 2.53±1.04 -0.58 0.563 17.41±10.62 -0.05 0.964
Yes 69 (48.6) 2.63±1.09 17.49±10.98

M±SD, mean±standard deviation.
†Sheff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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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대상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 진단 후 단계별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

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평균 연

령은 53.8세이었고,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이 66.9%로 가장 많았고, 결

혼 상태는 현재 ‘결혼상태’에 있는 경우가 84.5%로 가장 많았다. 경제

수준은 ‘상’인 경우가 1명으로 ‘중’인 그룹과 합쳐 64.1%로 나타났다. 결

혼 만족도는 ‘보통이다’가 44.4%, ‘만족한다’ 24.6%의 순이었다. 현재 월

경상태는 ‘폐경 전’ 18.3%, ‘폐경 이행기 전기’ 18.3%, ‘폐경 이행기 후기’ 

8.5%, ‘폐경 후’ 54.9%로 나타났다. 수면상태는 ‘나쁘다’가 33.8%, ‘보통

이다’ 31.7%, ‘좋은 편이다’ 22.5%의 순이었다. 운동 및 신체 활동 정도

는 ‘보통’ 40.1%, ‘자주 하는 편’ 23.9%, ‘하지 않는 편이다’ 21.1%의 순이

었다. 종교는 ‘없다’가 51.4%이었다. 전체 대상자의 갱년기 삶의 질은 평

균 2.58 (min 1, max 5.86)이었고, 우울은 총점 평균 17.45 (min 1, max 

54)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갱년기 삶의 질 및 우울 점수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갱년기 삶의 질 및 우울 점수의 차이는 Table 1

과 같다. 갱년기 삶의 질은 결혼 만족도(F =5.40, p = 0.002)와 수면상태

(F = 4.20, p = 0.003)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만족도에서 ‘불만족’ 그룹이 ‘만족’ 그룹보다 갱년기 삶의 질이 나쁜 것

으로 나타났다. 수면상태는 ‘매우 나쁜’ 그룹이 ‘매우 좋은’ 그룹보다 

갱년기 삶의 질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점수는 결혼 만족도(F = 6.15, p = 0.001)와 수면상태(F = 8.12, 

p≤ 0.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만족도에

서 ‘불만족’ 그룹이 ‘만족’ 그룹과 ‘보통’ 그룹보다 우울 점수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수면상태는 ‘매우 나쁜’ 그룹이 ‘매우 좋은’ 그룹보다 

우울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여성의 우울, 건강상태, 갱년기 삶의 질,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정도

중년여성의 우울, 건강상태, 갱년기 삶의 질,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우울은 17.45 ±10.75, 건강상태는 3.18 ± 0.64, 갱

년기 삶의 질은 하부영역 중 신체적 증상 영역 2.79 ±1.15, 정신사회적 

증상 2.52 ±1.43, 성적 증상 2.29 ±1.89, 혈관운동증상 1.86 ±1.47의 순으

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는 18.66 ± 4.17, 사회적 지지는 3.40 ± 0.59이었다.

연구변수 간의 상관관계

우울과 제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우울은 스트레스

(r= 0.69, p < 0.001), 갱년기 삶의 질(r= 0.52, p < 0.001), 사회적 지지(r=  

-0.52, p< 0.001), 건강상태(r= -0.44, p< 0.001)의 순으로 상관계수가 높

게 나타났다. 즉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갱년기 삶의 질이 나쁠수록,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우울 점수가 높게 나

타났다. 

중년여성의 우울영향 요인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다중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제 변수들의 분

산팽창지수(VIF)가 1.24-1.56으로 10보다 작아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

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오차항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한 더빈-왓슨

(Durbin-Watson) 값은 2.03으로 나타나 독립성 가정을 만족하였다. 따

라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어 모든 변수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중년

여성의 우울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난 결혼 만족도와 수면상태를 더미(dummy) 변수로 전환하고,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갱년기 삶의 질, 지각된 건강상태 등, 총 6개의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variables (n=142)

Variables Mean SD Min Max

Health status 3.18 0.64 1.75 5.00
Quality of life on menopause 2.58 1.06 1.00 5.86
   Vasomotor 1.86 1.47 1.00 8.00
   Psychosocial 2.52 1.43 1.00 6.86
   Physical 2.79 1.15 1.00 6.00
   Sexual 2.29 1.89 1.00 8.00
Stress 18.66 4.17 8.00 31.00
Social support 3.40 0.59 1.42 4.67
Depression 17.45 10.75 1.00 54.00

SD, standard deviation.

Table 3. Correlations coefficient of the research variables

Variables
Health 
status

Quality of life 
on menopause

Stress
Social

support

r (p) r (p) r (p) r (p)

Health status
Quality of life on 

menopause
-0.40 

(<0.001)
Stress -0.49 

(<0.001)
  0.53

(<0.001)
Social support   0.37

(<0.001.)
-0.30 

(<0.001)
-0.43 

(<0.001)
Depression -0.44 

(<0.001)
  0.52 

(<0.001)
  0.69 

(<0.001)
-0.5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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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를 투입하였다. 

단계적 방법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울 영향요인은 스트레스 

(β = 0.48, p< 0.001), 사회적 지지(β = -0.25, p< 0.001), 갱년기 삶의 질(β =  

0.18, p< 0.001)로 나타났고 이들 3개 요인으로 중년여성의 우울을 5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스트레스

였다(Table 4). 

고  찰

중년여성은 생리적으로 폐경을 경험하면서 갱년기 삶의 질이 낮아

지며 심리 사회적 역할변화로 인한 정서적 혼란과 상실감으로 인해 생

리, 심리, 사회적으로 취약한 시기이다[34].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 여

성의 경제활동의 증가로 인해 여성건강과 관련된 요인들이 빠르게 변

화하고 있고 특히 인구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의 증가와 여성의 생애

주기 변화과정 중 경험하는 생식관련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여성 건

강에 대한 질병부담이 증가하고 있다[35]. 우울은 사망과 장애의 원인 

중 4위에 해당되며 2020년에는 두 번째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

어 질병부담이 큰 질환이다[36]. 여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행복지수

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특히 중년여성은 행복지수가 낮게 나타

났다[35]. 중년여성의 우울예방은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질병부담 감

소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Freeman et al. [37]은 폐경 전보다 폐경기로 전환되는 동안 우울 위

험이 4배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어 다른 연령대보다 우울 위험군임

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중년여성의 한국판 CES-D 우울 점수는 

17.45로 나타났는데 이는 Koo [34]의 연구에서 같은 우울도구를 사용

하여 측정한 중년여성의 평균 우울이 18.40이었다는 보고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반면에 2013년에 질병관리 본부에서 실시한 44-56세의 여

성의 우울점수 평균 10.2이었다는 보고[38]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본 연구 대상자는 45-64세로 폐경 후기의 여성이 54.9%를 차지

하고 있어 중년여성의 연령이 높을수록 우울 점수가 높고[39] 폐경후

기로 갈수록 우울 점수가 높으며 우울군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결과

[38]와 같이 연구대상자 연령대로 인한 차이인 것으로 생각된다. 보통 

CES-D 도구 사용 시 16점을 기준으로 우울 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

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대상자의 45.1%가 우울 위험군에 해당

되고 있어 역학연구에서 여성의 우울군이 21.3%라는 보고[40]와 비교

한다면 중년여성의 우울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건강보험 심사원

의 우울증 심사결정자료 분석결과 우울증 진료 인원이 여성이 남성보

다 2.2배 높고 40세 이상의 연령이 전체의 55.3%를 차지했으며 50-59세

가 전체 진료 인원 중 19.6%로 가장 많이 차지한다는 보고[41]와 같이 

중년여성이 우울 취약계층임을 알 수 있다. 중년여성의 우울이 효과적

으로 예방되지 못하는 경우 노인의 우울로 진행되어 여러 사회적 손실

을 야기한다. 따라서 개인의 정신건강 관리뿐만 아니라 사회의 의료비

용 효과적인 측면에서라도 중년의 우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중년여성의 우울은 스트레스, 갱년기 삶의 질, 사회적 지지, 건강상

태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갱년기 삶의 질, 

사회적 지지, 건강상태가 낮을수록 우울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생활 사건 스트레스 빈도가 높을수록, 또한 스트레

스 영향정도가 클수록 우울증상이 증가하고[42], 갱년기 삶의 질이 낮

을수록 더 우울하며[39], 갱년기 삶의 질의 신체적 증상과 정신사회적 

증상은 폐경 후 중년여성의 우울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43]를 지지하

고 있다. 중년여성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우울에 차이가 있고

[7,39], 신체적 건강이 우울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44]를 지지하고 있다. 

갱년기 삶의 질은 폐경전기의 여성에서도 50% 이상이 경험한다[38]. 

따라서 중년여성 전반에 걸쳐 갱년기 삶의 질이 낮아지므로 중년여성 

초반기부터 갱년기 삶의 질 관리를 위한 영양, 식이요법, 운동요법, 호

르몬 대체요법 등[18]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검토한 결과 결혼 만족도와 수

면상태에 따라 우울 점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년

기의 배우자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서적 지지체이며[45] 결혼생활의 만족도가 높은 군에서 

우울이 낮고[46],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에서 ‘매우 불만족’이나 ‘불만

족’ 그룹이 ‘매우 만족’ 그룹에 비해 유의하게 우울이 높다는 보고[47]

와 일치하고 있다. Lee and Choi [48]는 중년여성의 우울과 부부만족도

에서 부부사이가 만족스러운 그룹에서 우울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depression

Factor Estimate
Standardized 
estimate (β)

t p F R2
Collinearity statistics

Tolerance VIF

61.11 0.56

Intercept 5.01
Stress 1.26 0.48 7.00 <0.001 0.63 1.56
Social support -4.64 -0.25 -4.15 <0.001 0.80 1.24
Quality of life on menopause 1.86 0.18 2.73 <0.001 0.71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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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면은 우울의 증상이기도 하고 우울의 원인이기도 하다. 본 연구

에서 수면양상에 따라 우울 점수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수면장애

가 우울에 영향한다는 결과[49]나 수면양상이 우울에 직접, 간접 효과

가 모두 나타났다는 결과[45]와 같은 맥락을 해석할 수 있다. 

아시아 5개국조사에서 중년여성의 92.3%가 갱년기 삶의 질과 관련

된 증상을 경험한다고 보고되었다[50]. 중년여성의 갱년기 삶의 질은 

하부영역 중 신체적 증상 영역, 정신사회적 증상, 성적 증상, 혈관운동

증상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질병관리 본부[38]에서 44-56세의 중

년여성 조사 결과에서 갱년기 삶의 질의 평균 평점이 신체적 증상 영

역 3.2, 정신사회적 증상 2.7 순이었고 혈관운동증상 1.6으로 가장 낮

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며 Williams et al. [51]의 연구에서도 신체적 

증상 영역, 정신사회적 증상 순으로 갱년기 삶의 질 점수가 나쁘다는 

결과들을 지지하고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갱년기 삶의 질의 차이를 검토한 결과 결혼 만

족도와 수면상태에 따라 갱년기 삶의 질이 차이가 나타났다. 수면의 

질은 폐경이행기 후기에 급격한 변화를 나타나고 폐경 후기 수면의 질

이 가장 떨어졌다는 보고가 있다[38]. 수면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그룹

이 좋은 그룹에 비해 갱년기 삶의 질이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수면

장애가 있는 경우 갱년기 삶의 질 저하가 높다는 보고[38]를 지지하고 

있다. 결혼만족도에 따라 갱년기 삶의 질이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Kim 

and Kim [8]의 부부친밀도와 갱년기 삶의 질에 대한 연구에서 부부친

밀도가 높을수록 갱년기 삶의 질이 낮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갱년기 삶의 질이 중년여성의 우울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중년여

성의 갱년기 삶의 질과 우울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고[52] 갱년

기 정신적 증상이 중년여성 우울의 37%, 갱년기 신체적 증상의 2%를 

설명하고 있는 것[7]과 같이 중년여성에게는 갱년기 삶의 질이 우울 영

향요인임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의 영향으로 신경전달물질이 감

소하여 해마의 치아핵에서 신경생성을 감소시켜 우울을 유발하게 된

다[53]. 스트레스는 본 연구에서 중년여성의 우울 영향요인 중 가장 영

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가 중년여성의 우울에 가

장 강력한 예측요인이며[54] 생활스트레스가 중년여성의 우울 영향요

인으로 나타났다[9,11]. 중년여성에서 중등도 이상의 스트레스를 경험

한 대상자가 우울증상을 4.37배 높다는 결과[55]와 같이 스트레스는 

우울증 유발의 핵심적인 요인으로[15]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에서 생물

적, 심리적, 사회적 취약성을 지닌 개인이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기존

의 취약성과 상호작용하여 우울증을 유발한다[35].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삶을 기대하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것이 중

요하다. 따라서 중년여성의 스트레스에 대한 비효율적인 대처방식대신 

문제중심적 대처에 대한 교육이나 중재를 통해 회복력을 증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중년여성의 우울 영향요인 중 두 번째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한 개인이 그들의 가

족 구성원이나 친족, 친구, 직장동료, 그리고 공동체와의 밀접한 관계

를 가짐으로써 얻게 되는 지지가 클 경우 그 개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

에 비해서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적어지게 되고 그로 인한 정신

적 증상 발현의 가능성이 적어지게 된다[56]. 사회적 지지는 우울을 감

소시키는 요인으로 스트레스가 높을 때 사회적 지지는 우울을 감소시

키는 효과가 있고[10] 중년여성의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직간접적인 효

과를 나타냈다[11]. Lee et al. [57]은 중년여성의 우울영향요인 중 사회

적 지지가 12.3%를 설명한다며 중년여성 우울의 주요 영향요인이라고 

하였다. 특히 중년여성은 다른 연령대 여성에 비해 자신의 사회적 지지

도를 낮게 인식하고 있다[35]. 일반적으로 중년여성은 자녀나 가족들

이 독립을 하는 시기여서 상대적으로 가족과의 연대감이 약화된다고 

느끼고, 다른 가족들은 사회적 위치가 향상되지만 중년여성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혼돈과 기존에 가족에 많은 기여를 하느라 가족 외에는 

사회적 지지망이 없거나 부족하여 중년과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되면 이

에 대처할 수 있는 긍정적 자원이나 역량이 부족하여 우울과 같은 건

강문제나 사회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여성들

이 자신들의 제2의 삶을 풍요롭게 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사회 내의 여

러 지지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정보제공과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실무에서는 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의 중년기 우울 프로그

램 개발과 적용,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을 증

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통해 중년여성의 우울예방에 관

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갱년기 삶의 질의 3가지 요인이 중년여성의 

우울을 5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년여성의 갱년기 삶

의 질, 자아정체감, 지각하는 가족의 경제 상태 등이 우울을 51% 설명

하는 결과[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 중 스트레스와 지지가 노인 우

울에서도 주요 영향변수로 나타나[58] 연령대와 상관없이 우울의 주요 

영향 변수임을 알 수 있다. 갱년기 삶의 질은 중년여성의 우울 영향변

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Han and Lee [7]의 연구에서 갱년기 삶의 질이 

중년여성의 우울을 42%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와 같이 

중년여성의 우울을 설명하는 데 다른 연령대와는 다르게 고려해야 할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지각된 건강상태는 상관관계는 유의하였으나 

단계적 방법으로 회귀분석한 결과에서는 우울영향요인에서 제외되었

다. 이는 35-60세 여성의 우울영향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건강상태는 

우울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결과와 상반된다. 이는 사용된 측정도구의 

차이도 있고 회귀분석에 투입된 변수도 다르기 때문에 직접비교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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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고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중년여성의 우울은 심각하지만 사회나 가족의 관심을 

받지 못해 문제가 심각해지고 예방이나 조기치료의 기회를 놓치고 있

다. 중년여성의 우울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하며 본인의 노년기 

정신건강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중년여성의 우울은 개인

적 문제이기보다 사회적 안정성 측면에서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하여

[11]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대상자를 편의표출하였고, 불특정인을 선

택하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자료수집을 하여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활

동성이 있는 대상자가 표출되어 연구결과에 영향했을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갱년기 삶의 질과 우울 정도를 파악하고, 중

년여성의 우울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영향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중년여성의 우울증상에 영향 요인은 스트레스, 사

회적 지지, 갱년기 삶의 질로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56%이었다. 따라서 

중년여성의 우울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스트레스 관리 능력 

강화, 지역사회 지지체계 구축 및 갱년기 삶의 질 관리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를 토대로 지역사회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스

트레스 요인분석에 따른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사회 내 중년여성의 지지체계 강화에 기존의 지역사회 인

프라를 활용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년여성은 다른 연령대와 달리 갱년기 삶의 질 관리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은 우울 보호요인들을 파악하고 다

양한 요인에 대한 모형 구축을 통하여 영향요인에 대한 직간접 효과

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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