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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갈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경제요인으로 인한 갈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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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 of Family Conflicts on Depression: Focus on the Financi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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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analyzes how financial issues - major causes of conflicts within families-affect depression of individuals, and tests the intermediary effects of self-esteem and physical health between the financial issues and depression. For the analysis, this study uses part of the general household
member data, which is included in the ‘Prevalence of conflicts and social pathologies at individual level and counter measures in Korea’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as secondary data. Methods: We used multiple-group structural model to test the effects of family
conflict, self-esteem, and physical health on the depres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nancial issues were the major factor that increased depression caused by family conflicts. Also, family conflicts arising by financial issues significantly reduced self-esteem. Self-esteem
have a greater negative correlation than physical health on depression. In addition, family conflicts affected depression, self-esteem, and physical health
among groups of different ages, sexes, and income levels by the multiple-group structural model analysis. Results: This test analyzes the significance
and direction of the indirect effect exerted by self-esteem and physical health on depression caused by family conflicts. The higher a person’s sense of
self-esteem and the healthier a person is, the less severe his or her depression will be. The control variables, such as age, sex, income, also exert partial
intermediary effects. Conclusions: Most importantly, society as a whole needs to care more about women and the elderly who are prone to depression
associated with family conflicts, and policymakers must make available a broader range of mental health services that cater to the particular needs and
characteristics of women and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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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서 가족갈등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사회구조의 기본단위
라 할 수 있는 가족은 압축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사회 전반에 내재되었

연구의 필요성

던 계층, 이념, 세대, 지역 등의 사회갈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1].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와 가족폭력은 가

한국의 가족은 저출산, 맞벌이 가정의 증가, 가족부양 가치관의 변

족 간 스트레스, 고립화된 핵가족, 정서적 지지를 강조하는 부부관계

화 등 급격한 변동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가족 구조·기능

등 가족을 둘러싼 이해관계 상의 분노와 갈등에서 출발한다는 점에

의 안정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2]. 이러한 변화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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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배경

의 가정 내 역할과 대외적 역할에 영향을 미쳐 가정 내에 잠재되었던
일-가족 갈등, 부양갈등, 상속갈등을 가져온다.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그 구성원에게 우울을 증가시키고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나타
나 우울을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3-5].

경제요인으로 인한 가족갈등과 우울
가족은 성과 세대가 다른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크고 작은 갈등이

경제적 위기와 침체는 가족생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

존재하는데, 가족 내 갈등이 발생하면 가족 구성원 전체가 영향을 받

요소이며[6], IMF 이후의 대량실직, 고실업, 고용불안은 ‘IMF 증후군’

게 된다. 가족구조의 근저에는 권력 및 역할의 이해관계가 깔려 있어

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가족생활의 불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

서 이것이 가족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가족 구성원 간의 역할

쳤다[7]. 경제적 위기 및 고용불안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고스

이나 권리, 관심 등 이해관계의 차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족갈등의

란히 떠안게 되는 가족은 이러한 부담으로 근심, 우울증, 스트레스와

단적인 예는 폭력, 이혼의 증가와 가출 및 기아의 증가 등이다[9]. Kim

같은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8].

[10]은 가족갈등은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가족 구성

가족은 행복, 생명, 편안함의 공동체인 동시에 갈등, 폭력, 희생의 근

원에게 가치 있는 희소자원의 배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표현할

원이 될 수도 있으므로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족의 건강성

때의 말이나 드러난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가족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경제적 문제와 실업문제 등의 가족 내 경제요인

도의 갈등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으며, 가족은 중첩적 갈등(superim-

은 가족관계 갈등과 가족기능상의 갈등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posed conflict)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일상생활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

요소이다. 가족 내 경제요인으로 인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다[11]. 가족갈등을 둘러싼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에서는 기혼 남녀를

해소하여야만 가족의 건강성을 제고하고, 가족의 삶의 질을 담보할 수

대상으로 한 직장-가정 갈등, 일-가족 갈등 관련 변인과 결과변인 간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가족 내 경제요인으로 인하여 발

관계 및 갈등수준을 파악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최근에는 일-가

생하는 갈등요인이 부정적 정신건강의 대표 증상인 우울에 미치는 영

족 양립에 대한 국제비교와 일과 가정이라는 두 영역의 양립 필요성을

향을 추정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기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일-가족 양립을 촉진하는 탐색적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12].

연구의 목적

경제적 문제와 실업문제로 인한 가족갈등 선행연구는 IMF 외환위

이 연구는 ‘한국사회의 갈등 및 사회병리현상 실태조사’ 자료 중 일

기와 2008년 경제위기 후에 가족들이 겪게 되는 경제적 위험 연구에

반가구원의 가족갈등 및 사회병리현상 데이터를 2차 자료로 사용하

집중되어 있다. 199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30여 년 이상 계속적인 경제

여 가족 내 경제요인으로 인한 가족갈등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성장을 거듭해 온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 문제가 가정·가족에 미치는

과 자아존중감과 신체건강이 우울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1998년 ‘IMF 관리체

한다. 또한 가족갈등 요인이 우울로 가는 경로에 연령, 성, 소득수준 등

제’ 이후 구체적인 고통과 긴축 등 사회 모든 분야에 변화를 요구하면

의 조절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

서 전반적인 경제위기가 시작된 이후에야 경제적 압박이 가족에 미치

대로 가족 간 갈등 해소를 위한 방향 및 사회의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는 영향 등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 연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

이를 통하여 정신적·심리적으로 안정된 가정과 가족을 구성하는 데

며[6,13], 2008년의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사태와 관련하여 가족의 경제

필요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적 안정성 및 이와 관련된 불안, 좌절, 적대감 등에 대한 분석 연구가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의 경제적 문제와 실업 문제로 인한 갈등 요인이 우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루어졌다.
실업과 경제적 위기는 당사자와 가족 전체에 매우 큰 스트레스와 위
기감을 야기시키고 가족해체와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하게 되었으며

둘째, 자아존중감, 건강상태는 가족의 경제적 문제와 실업 문제로

[14], 실업의 확대와 소비의 감소로 이어진 경제적 환경의 변화는 가정

인한 갈등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인가?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15]. 우리 사회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

셋째, 조절변수는 가족의 경제적 문제와 실업문제로 인한 갈등 요인

던 경제적 위기와 침체는 가족생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

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자아존중감과 신체건강의

하여 거시적 차원의 경제적 상황이 혼인 및 출산의 지연과 감소, 생활

매개 경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고로 인한 이혼, 자살 등의 미시적인 가족체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6].
IMF 이후 경제적 문제로부터 유발된 남성 가장의 권위 하락은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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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및 역할 구조에까지 확산되어 개인과 가족의 위기에 대한 취약성

연령은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을 증가시키는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본인 자신은 물론 가족에게

[4,5,22,23], 우울이 보다 심각한 연령집단을 확인하는 것은 보다 취약

필연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16]. 이는 여성의 사회참여 증

한 상태에 있는 집단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효과적 정책의 수립과

가와 맞물리면서 가족 간의 기존의 지위와 역할의 급격한 변화를 수

사회적 개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는다[24]. 여성은 30대

반함으로써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였으며[11], 경제적 어려움, 부부불

이후 큰 변화 없이 높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데 가족갈등을 지속적

화, 가정폭력, 가출, 이혼과 가족해체, 자녀유기 및 요보호 아동 증가

으로 경험하는 배경으로는 여성들은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고 있

등 물질적·정신적 고통이 급증하였다[14]. 남성의 가족부양자라는 지

으며, 시집식구와의 관계 등 가족 내의 갈등요인이 많으며, 여전히 가

위 및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가장들은 죄책감, 무력감, 자

부장적 가치관을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와의 가치격차 때문이라고 볼

격지심이나 피해의식을 갖기 쉬우며[17], 경제적 압박에 의한 부부 간

수 있다[11].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가족갈등은 50대에서 크게 증가하는

의 충돌은 기혼자 개인의 안녕감과 결혼의 질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데, 이의 배경으로는 무엇보다도 40대 후반 이후 교육비 등 생활비 가

이혼 고려, 가출 등으로 결혼의 안정을 위협하여 가족 구성원 모두의

중과 고용불안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정성을 지적할 수 있다[11,25].

삶에 우울, 음주 등 역기능적인 문제를 초래하였다[18]. 실업은 수입의

취업갈등은 모든 연령층에 걸쳐 심리적 부담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

단절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이며, 사회적·심리적 역할

데 60대 이상에서도 심리적 부담이 크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

상실, 자기상실감·무료함·좌절감 등의 심리적인 문제, 자살 및 아동학

은 이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노년층의 취업문제가 가족 내에

대 등의 병리현상 발생 등 실직자 자신과 가족에게 의미와 영향을 미

서도 커다란 갈등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25].

치게 된다[19,20].

Yoo et al. [7]의 연구는 성이 경제적 스트레스의 영향을 매개하는 변

실직에 따른 경제적 스트레스는 가족 내 우울, 불안, 적대감 등의 정

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여성의 경우는 경제적 스트레스의 수

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실업으로 인하

준(실직, 재직의 차이)에 따라 정신건강에 차이가 없지만 남성은 경제

여 패배주의, 과도한 두려움, 불안, 신경쇠약, 자살시도 등의 정신문제와

적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에 더 취약하여 경제적 스트레스가 클수

자해·살인 등의 범죄가 가족 안에서 발생하는 등 가족문제가 심각해졌

록 우울 및 불안수준이 상승하였다. 남성은 우울증을 여성과 다르게

고[14], 구조적 실업이 장기화할 경우, 가계에 미치는 타격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표출하지 않고 숨기려는 경향으로 인하여 남성 우울이 과

가족원 내의 기본 권력구조의 변모 내지는 자녀세대와의 갈등, 부부 간

소평가되는 경향도 있다고 한다[26].

의 갈등 또는 가정 내의 무력감 등은 극도의 심리적 위축으로 연결될

소득수준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능성이 크다[13]. 실직자 가족에 있어 경제 외적 요인으로 가장 심각

[3,4,27]. 주관적 계층이 하층인 경우에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가족갈등 경

한 것은 정신건강문제였다. 조사결과 남편이 실직하기 전에 비해 실직

험률이 가장 높고 경제적 원인의 갈등이 높다는 사실은 가족관계의 갈

후 가정폭력이 10.8% 증가하였고 폭력의 빈도와 강도도 증가한 것을

등이 단지 심리적이고 인간관계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박탈이나 배

보고하고 있다[14]. 실업으로 가족 내에서 남편이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

제와 같은 거시사회적 현실과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11].

할 때 남편들이 실제로 느끼는 심리적 고충보다 아내가 더 과도하게 예
민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이는 아내들 스스로가 전통적인 부부역할과

자아존중감과 신체건강

권력구조로부터의 이탈 및 그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남편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으

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17]. 실직자 가족 중

로 자기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

아내는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남편의 대처행동에 불만이 많을수록,

미하며[28], 자기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긍정·부정 평가로 가족관계를

건강하지 못할수록 우울감이 높았다. 특히 남편이나 부부관계의 부정

결정짓는 중요한 에너지이고[29], 자신이 유능하고 중요하며 성공할 수

적 변화를 높게 지각하는 아내일수록 우울감 정도가 높았다[14].

있고 가치가 있다는 개인적 신념의 범위를 포함한 심리적 반응으로 정

가족갈등과 우울과의 연관성은 성·연령과도 관련성이 있는데 가족

의되고 있다[30]. 자아존중감은 우울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

관계에 만족하는 남성에 비해 만족하지 못하는 남성의 경우 우울증에

로 알려져 있으며[31,32], 우울의 선행요인으로 매우 중요하며[33], 우울

빠질 가능성이 4배로 여성의 경우의 3배에 비해서 높았고, 30대 이후

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어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이 우울증상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우울증이 의심되는 사람이 증가하는 것은 연령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4].

증가하면서 경험하는 역할 감소, 신체적 기능 감소, 질병 발생의 가능
성 증가 때문이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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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갈등을 경험한 집단일수록 자아존중감도 낮은 것으로 보고되
었다. 자아존중감이 낮기 때문에 가족갈등을 더 경험했을 수도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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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반대로 가족갈등을 경험해서 자아존중감이 낮아졌을 수도 있다.
인과관계의 방향이 어떻든 가족갈등과 자아존중감 사이에 인과관계
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28]. 자아존중감과 건강상태는 정신건강에 미

Self-esteem
Economic conflict
Unemployment conflict
Physical health

치는 주 영향변인이며[35], 노년기는 여러 가지 자원의 축소로 자아존
중감의 감소를 경험하는 시기이다[29]. 실업은 남편의 자아존중감을

Moderating variables: age, sex, income level

저하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Lim [17]의 연구에서 남편의 실업은 자아
존중감에 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족의 경제적

Depression

Figure 1. Research model.

궁핍보다는 본인의 심리적 자원에 따라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
타났다. Sung [31]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의 증가가 우울의 증가에

갈등의 2개 요인을 독립변수로, 자아존중감과 신체건강 상태를 매개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31],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우울수준이

수로 사용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

낮아진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한국복지

진 연령, 성, 소득수준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패널 종단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라는 점에서 측정시점의 서로 다른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된다.
기존 연구는 주관적 건강상태 및 신체건강상태가 대체적으로 우울

변수의 정의
우울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우울증은 신체질환과 동반되

가족 내 갈등경험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종속변수인 우울 측정을

거나 혹은 신체질환으로 인해 야기되는 등 이들 두 요인들은 높은 연

위한 척도인 CES-D 척도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각 측정시점

관성을 지니며[36], 주관적 건강상태는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에서 지난 1주일(7일)간의 심리상태를 묻는 11개 문항에 대한 자기보

는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할수록 우울감이 낮아지는 것으

고식 응답으로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25]. 척도의 방향성을 일

로 추정되었다[3]. Kim and Lee [37]의 연구는 신체적 건강수준이 낮을

치시키기 위하여 긍정 의미인 2, 7번의 2개 문항을 역코딩한 후 평균하

수록 여성의 우울수준이 높았는데, 이는 여성의 신체건강에 대한 관

여 사용하였으며, 11문항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리의 필요성과 함께 신체적 건강수준이 낮은 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사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울증상 11개 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

회적 지지 제공이 우울을 예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신체

는 Chronbach’s alpha는 0.86으로 나타났으며, 구조모형에 사용되는

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우울 정도는 낮게 나타나며[38], 적극적이고

우울은 11개 문항의 항목합산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활동적인 신체활동 증대는 체력강화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활동 자체만으로도 긍정적 기분을 유도하여 자아존
중감을 증진시키고 우울을 예방하여 정신건강 수준을 높인다[39].

경제요인 가족갈등

경제요인과 가족갈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제적 갈등’과 ‘실업갈
등’ 2개 변수 값을 이용하였다.

연구 방법
자아존중감과 신체건강

연구대상

독립변수의 결과이면서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변수인 매개변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3년 5월에 실시한 ‘한국사회의 갈등 및

는 자아존중감과 신체건강의 2개 변수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사회병리현상 실태조사’ 자료 중 일반가구원의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 10개 문항에 대하여 4점 Likert 척도로

분석하였다. 전국의 일반가구원 4,001명 중 경제적 갈등을 경험한

측정되며[25], 척도의 방향성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부정적 존중감을

1,516명, 실업갈등을 경험한 523명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경제요인

묻는 3, 5, 8, 9, 10번의 5개 문항을 역코딩한 후 10개 문항의 항목합산

으로 인한 가족갈등 연구의 분석자료로 선정하였다.

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평가
할 수 있으며, 자아존중감 10개 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연구모형

Chronbach’s alpha는 0.76으로 나타났다. 신체건강은 자신의 건강상태

경제요인으로 인한 가족갈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

를 측정하는 5점 Likert 척도의 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연구

과 신체건강이 우울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검정하고자 하며, 이를 위

에서는 원 조사자료를 측정한 값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총점이 높을

한 연구모형은 Figure 1과 같다. 우울을 종속변수로, 경제적 갈등, 실업

수록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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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변수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조절변
수(통제변수)로 연령, 성, 소득수준의 3개 변수를 사용하였다. 원 조사

Variables

Characteristics

Age (y)

≤ 39
40-59
≥ 60
Male
Female
≤ 199
200-499
≥ 500
No
Yes
No
Yes

자료를 변환(recoding)하여 연령은 ‘1: 39세 이하, 2: 40-59세, 3: 60세 이
상’으로, 성은 ‘1: 남성, 2: 여성’으로, 소득수준은 ‘1: 199만 원 이하, 2:
200-499만 원, 3: 500만 원 이상’으로 사용하였다.

Sex
Income level
(million won)

분석방법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가족갈등 요인이 자아존중감과 신체건강을
매개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요인별 집단을 대상으로 구조방
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또한 우울의 연령별, 성별, 소득수
준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집단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고 간
접효과의 유의성 검정을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구조모형 적합도 평가를 위한 확인적 요인 분석은 χ2, 절대적

Economic conflict
Unemployment
conflict
Depression
Self-esteem
Physical health

Average
1.38 ± 0.45
3.13 ± 0.45
3.25 ± 0.94

n (%)
752 (18.8)
1,778 (44.4)
1,471 (36.8)
1,798 (44.9)
2,203 (55.1)
1,375 (34.4)
1,944 (48.6)
681 (17.0)
2,485 (62.1)
1,516 (37.9)
3,478 (86.9)
523 (13.1)
Skewness
1.75
-0.36
-0.36

Kurtosis
3.45
-0.11
-0.30

합지수(absolute fit index)인 goodness fit index (GFI)와 root mean
squared residual (RMR), 그리고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index)인

하고 있다(Table 1).

normed fit index (NFI), comparative fit index (CFI)를 사용하였다. GFI

성별, 경제적 갈등, 연령, 소득수준에 따라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

는 일반적으로 0.9 이상[40], NFI, CFI는 일반적으로 0.9 이상[41], RMR

한 차이를 보였다. 자아존중감과 신체건강은 경제적 갈등, 실업갈등, 연

은 0.05 이하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된다[42]. 모형 추

령, 소득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2).

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으며, 이 연구의 간
접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정은 모든 자료가 정규성 분포를 따른다는

다중집단 구조모형 분석

가정 하에 유의성을 검정하는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43]. 자아존중감

연구모형의 적합성 검정

과 신체건강의 매개효과 검정은 Hair et al. [44]이 제시한 검정방법을

연구대상 전체와 연령, 성, 소득수준 집단 모두 연구모형과 실제자료

사용하였다. 가설검정을 위한 유의수준을 0.05로 설정했으나, 유의미

와의 적합도가 χ2를 제외하고 모든 적합도에서 보통 이상이었으며, 연

한 해석을 위하여 일부 분석에 있어서는 0.1도 고려하였다.

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검정되었다(Table 3).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술통계분석과 분산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분석과 다중집단 분석은 Amos 22.0을

연령, 성, 소득수준 집단 간의 다중집단 구조모형 분석

전체 구조모형이 연령, 성, 소득수준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
정한 결과 연령, 성, 소득수준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추정되었다. 경제적 갈등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60세 이상

연구 결과

(b = -0.19, p < 0.01), 40-59세(b = -0.13, p < 0.01), 39세 이하(b = -0.07,
p < 0.1) 순으로 경제적 갈등이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아지는 것으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로 나타났다. 실업갈등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 집단 간

연령별 분포는 40-59세 44.4%, 60세 이상 36.8%, 39세 이하 18.8%, 성

의 차이가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실업갈등이 많을수록,

별 분포는 여성 55.1%, 남성 44.9%, 소득수준별 분포는 200-499만 원

여성(b = -0.05, p < 0.01)보다 남성(b = -0.13, p < 0.01)의 자아존중감이 더

48.6%, 199만 원 이하 34.4%, 500만 원 이상 17.0%이었다. 갈등관련 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경제적 갈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소

인으로 경제적 갈등 있음은 37.9%, 실업갈등 있음은 13.1%이었다. 종속

득수준 집단 간의 차이가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경제적

변수인 우울의 평균은 1.38,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의 평균은 3,13, 신

갈등이 많을수록 소득수준이 199만 원 이하 집단(b = 0.15, p < 0.01),

체건강은 3.25점이었으며, 세 변인은 모두 왜도가 절대값 3 미만, 첨도

200-499만 원 집단(b = 0.09, p < 0.01), 500만 원 이상 집단(b = 0.07,

가 절대값 10 미만으로 다변량 정규성(multivariate normality)을 가정

p < 0.05) 순으로 우울이 증가하여 소득이 낮을수록 우울은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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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s between main variables and depression, self-esteem, and physical health
Variables

Characteristics

Sex

Male
Female
No
Yes
No
Yes
≤39
40-59
≥60
Total
≤199
200-499
≥500
Total

Economic conflict
Unemployment conflict
Age (y)

Income level (million won)

Depression

Self-esteem

Mean

t-test

Mean

1.33
1.42
1.29
1.54
1.35
1.62
1.31
1.35
1.46
1.38
1.53
1.32
1.26
1.38

-6.43***

3.12
3.14
3.19
3.02
3.15
2.97
3.22
3.18
3.02
3.13
2.98
3.18
3.30
3.13

-16.73***
-10.70
40.74***

123.43***

Physical health

t-test
-1.15
11.97***
8.07***
74.88***

156.05***

Mean

t-test

3.28
3.23
3.38
3.03
3.28
3.04
3.71
3.40
2.83
3.25
2.81
3.45
3.57
3.25

1.63
11.61***
5.41***
297.20***

265.25***

*p<0.1, **p<0.05, ***p<0.01.
Table 3. Fitness of the research model 						
Variables
Total
Age
Sex
Income level

409.61
316.48
409.61
291.96

df

GFI

RMR

1
3
2
3

0.976
0.981a
0.976a
0.983a
a

NFI

0.021
0.018a
0.021a
0.018a

CFI

0.895
0.914a
0.895b
0.909a

a

b

0.895b
0.913a
0.895b
0.907a

GFI, goodness fit index; RMR, root mean squared residual; NFI, normed fit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
a
Good; bFair.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적 갈등이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200-499

별로 경제적 갈등, 실업갈등은 자아존중감과 신체건강 상태를 매개하

만 원 집단(b = -0.11, p < 0.01), 199만 원 이하 집단(b = -0.09, p < 0.01),

여 우울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199만 원 이하 집단과 500만

500만 원 이상 집단(b = 0.06, p < 0.1) 순으로 경제적 갈등이 많을수록

원 이상 집단의 신체건강상태의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

신체건강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199만 원 이하 집

정되었으나, 자아존중감의 간접효과는 모든 소득집단에서 유의한 것

단(b = -0.15, p < 0.01)에서 200-499만 원 집단(b = -0.10, p < 0.01)보다 자

으로 추정되었다. 매개효과 검정결과 소득집단 모두 우울로 가는 모든

아존중감이 더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경로에 자아존중감과 신체건강상태가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소득수준별로 경제적 갈등, 실업갈등은 자아존중감과 신체건강 상태

연령, 성, 소득수준 집단 간 매개변수의 효과분해 및 매개효과

를 매개하여 우울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Table 5).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정을 위한 Sobel test 결과 연령집단의 모든 경
로에서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05), Hair et al. [44]

고

찰

이 제시한 매개효과 검정결과, 모든 연령 집단에서 모든 경로에 자아
존중감과 신체건강상태가 부분매개(partial mediation)하는 것으로 나

주요 변인들의 평균값 차이분석 결과,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이 많을

타나 연령 집단별로 경제적 갈등, 실업갈등은 자아존중감과 신체건강

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경제적 갈등이 있을수록 우울이 유의하

상태를 매개하여 우울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남녀 모두 우울

게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여성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 배우자 사망,

로 가는 모든 경로에서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중년기 이후의 역할 감소 등으로 우울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많

(p < 0.01), 매개효과 검정결과 남녀 모두 우울로 가는 모든 경로에 자아

을수록 역할 감소와 신체적 건강 악화, 질병 발생 가능성 증가 등으로

존중감과 신체건강상태가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

우울이 높게 나타났고, 소득수준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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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nalysis of multiple group structure model among age, sex, and income level groups
Less than 39

Path

β

Economic conflict → Self-esteem
Unemployment conflict → Self-esteem
Economic conflict → Depression
Unemployment conflict → Depression
Economic conflict → Physical health
Unemployment conflict → Physical health
Self-esteem → Depression
Physical health→ Depression

40-59
β

CR

1

-0.07
-0.14
0.12
0.15
-0.04
-0.05
-0.36
-0.25

-1.768
-3.607***
3.528***
4.501***
-1.108
-1.192
-11.445***
-7.919***
*

-0.13
-0.11
0.12
0.11
-0.11
-0.05
-0.33
-0.25

Above 60
β

C.R.

1

2

-5.023
-4.230***
5.338***
4.913***
-4.561***
-2.044**
-16.371***
-11.732***

-0.19
-0.08
0.12
0.07
-0.12
0.00
-0.37
-0.29

***

Male

Path

CR

Economic conflict → Self-esteem
Unemployment conflict → Self-esteem
Economic conflict → Depression
Unemployment conflict → Depression
Economic conflict → Physical health
Unemployment conflict → Physical health
Self-esteem → Depression
Physical health→ Depression

7.33**
1.64
0.20
2.89
3.78
1.22
3.58
1.20

β

CR

-0.15
-0.13
0.13

***

-5.980
-5.276***
6.010***

-0.15
-0.05
0.10

-6.420***
-2.086**
5.364***

0.104
7.330***
0.129

0.08
-0.13
0.00
-0.40
-0.24

3.964***
-5.277***
0.119
-19.804***
-11.793***

0.11
-0.09
-0.02
-0.34
-0.30

5.782***
-4.302***
-0.757
-18.747***
-15.922***

1.556
1.292
0.336
0.049
11.069***

1

Less than 199
β

CR

1

Economic conflict → Self-esteem
Unemployment conflict → Self-esteem
Economic conflict → Depression
Unemployment conflict → Depression
Economic conflict → Physical health
Unemployment conflict → Physical health
Self-esteem → Depression
Physical health→ Depression

-6.922***
-2.878***
5.073***
3.309***
-4.354***
-0.152
-17.097***
-13.349***

Female

β

1

Path

CR

1

-0.15
0.08
0.15
0.11
-0.09
0.03
-0.35
-0.27

-5.312***
-2.847***
6.175***
4.732***
-3.129***
1.218
-15.866***
-12.058***

200-499
β

1

-0.10
-0.06
0.09
0.09
-0.11
-0.03
-0.34
-0.26

Above 500
β

CR
-4.135***
-2.473**
4.263***
4.328***
-4.691***
-1.434
-17.412***
-12.661***

1

-0.05
-0.08
0.07
0.10
0.06
0.04
-0.33
-0.23

CR
-1.190
-2.115**
2.052**
2.894***
1.662*
1.131
-9.700***
-6.406***

5.37*
0.78
9.29***
1.12
13.91***
4.81*
10.05***
10.27***

CR, critical ratios for differences. 				
Unit: age: y; income level: million won.
1
Standardized estimates.				
*p <0.1, **p <0.05, ***p <0.01.

요소로 나타났다. 가족 내의 경제적 갈등이 가족체계의 안정성에 영

로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신체건강보다 더 크게 부(-)적 영향을 미쳤다.

향을 미쳐 우울을 유발하는 것을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

연령별 다중집단 구조모형 분석결과, 경제적 갈등이 많을수록, 연령

었다. 다만 실업갈등이 있을수록 우울이 유의하게 추정되지 않은 것에

이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65세

대하여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상의 노인빈곤율이 49.6%에 이르고, 실버 푸어(silver poor)라 불리는

다중집단 구조모형 전체 분석결과, 갈등에서 우울로 가는 경로는 경

빈곤 노년층의 경우 경제적·사회적 기득권과 주변의 지지체계를 상실

제적 갈등, 실업갈등 모두 우울에 정(+)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갈등

한 상태여서 자아존중감이 매우 낮아져 있다. 40대, 50대는 교육비 등

에서 자아존중감으로 가는 경로에서 경제적 갈등, 실업갈등이 자아존

의 생활비 가중과 고용불안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정성이 반영되어 자

중감에 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경제적인 문제가 자아존

아존중감이 낮게 추정되었다[11].

중감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요인임을 나타낸다 할 수 있다. 갈등에서

성별 다중집단 구조모형 분석결과, 신체건강이 좋을수록 남성보다

신체건강으로 가는 경로에서 경제적 갈등 문제가 신체건강을 저하시

여성의 우울이 더 감소하고, 경제적 갈등, 실업갈등이 많을수록 우울

키는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매개변수에서 우울로 가는 경

은 증가하나 남녀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실업갈등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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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ffects of age, gender and income level group parameters
Less than 39
Path
Self-esteem mediation
Economic conflict → Depression
Unemployment conflict → Depression
Physical Health mediation
Economic conflict → Depression
Unemployment conflict→ Depression

40-59

Total Direct Indirect
effect effect effect1

DP→MP2

Total Direct Indirect
effect effect effect1

Above 60
DP→MP2

Total Direct Indirect
effect effect effect1

0.232
0.272

0.188
0.211

0.044a
0.061a

0.232a →0.188a
0.272a →0.211a

0.275
0.245

0.202
0.180

0.073a
0.066a

0.275a →0.202a
0.245a →0.180a

0.280
0.155

0.177
0.095

0.102a
0.060a

0.280a →0.177a
0.155a →0.095a

0.232
0.272

0.202
0.243

0.030b
0.029b

0.232a →0.202a
0.272a →0.243a

0.275
0.245

0.208
0.192

0.067a
0.053a

0.275→0.208a
0.245a →0.192a

0.280
0.155

0.204
0.133

0.075a
0.021b

0.280a →0.204a
0.155a →0.133a

Male
Path

DP→MP2

Female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1

DP→MP2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1

DP→MP2

0.282
0.198

0.186
0.113

0.095a
0.085a

0.282a →0.186a
0.198a →0.113a

0.268
0.213

0.188
0.165

0.086a
0.048a

0.268a →0.188a
0.213a →0.165a

0.282
0.198

0.211
0.174

0.071a
0.024a

0.282a →0.211a
0.198a →0.174a

0.268
0.213

0.192
0.167

0.076a
0.046a

0.268a →0.192a
0.213a →0.167a

Self-esteem mediation
Economic conflict → Depression
Unemployment conflict → Depression
Physical Health mediation
Economic conflict → Depression
Unemployment conflict→ Depression

Less than 199
Path

Total Direct Indirect
effect effect effect1

DP→MP2

200-499

Above 500

Total Direct Indirect
effect effect effect1

Total Direct Indirect
effect effect effect1

DP→MP2

DP→MP2

Self-esteem mediation
Economic conflict → Depression
Unemployment conflict → Depression
Physical Health mediation
Economic conflict → Depression
Unemployment conflict→ Depression

0.311
0.213

0.225
0.151

0.085a
0.062a

0.311a →0.225a
0.213a →0.151a

0.211
0.177

0.158
0.139

0.052a
0.038a

0.211a →0.158a
0.177a →0.139a

0.112
0.131

0.086
0.093

0.026b
0.038b

0.112a →0.086a
0.131a →0.093a

0.311
0.213

0.25
0.20

0.060a
0.013

0.311a →0.250a
0.213a →0.200a

0.211
0.177

0.154
0.142

0.056a
0.035a

0.211→0.154a
0.177a →0.142a

0.112
0.131

0.121
0.138

-0.009
-0.006

0.112a →0.121a
0.131a →0.138a

Unit: age: y; income level: million won.
1
Sobel test: ap<0.01, bp<0.05.
2
Mediator effect: DP, direct path coefficient; MP, mediator path coefficient.

을수록 여성보다 남성의 자아존중감이 더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

적·정신적 불건강을 야기한다는 것은 선행연구들의 결론과 일치하는

다. 여성의 우울수준이 높은 것은 우리 사회의 젠더 불평등 지속과 여

결과를 보인다. 경제적 어려움 또는 실업으로 신체건강 수준이 낮아진

성의 생물학적 특성, 사회문화적 환경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

경우 고용 및 근로복지 영역에서의 위해요인을 감소시키려는 노력과

체건강이 우울로 가는 경로에서 여성의 우울이 더 감소하는 것은 중년

함께 보건의료 영역의 동시적 지원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기 이후 남성에 비하여 높은 운동관리 비율, 낮은 음주 및 흡연 비율,

가족갈등요인과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과 신체건강이 우울에 미치

적극적인 갱년기 대처 등이 우울을 감소시켰을 것으로 추측된다. 실업

는 영향에 대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 및 영향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

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상실과 이로 인한 가족갈등은 남성의 자아

체 연구대상에 있어서 경제적 갈등, 실업갈등이 있는 경우 우울이 증

존중감에 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는데 이는 임인숙의 연구결과와

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매개요인인 자아존중감과 신체건강은 부

일치하였다[17]. 실업이 남성에게 극도의 심리적 위축감을 초래하여 자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자아존중감이 높고 건

신이 이제 유능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자아존중감의 감소를

강상태가 좋을수록 우울은 감소하였다. 자아존중감과 건강상태는 정

경험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

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 변인으로 알려져 있으며[35], 자신을 유능

소득수준별 다중집단 구조모형 분석결과, 경제적 갈등이 많을수록

하고 중요하며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부정적 심리를 경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우울이 증가하는 것으로, 경제적 갈등이 많을

험할 가능성이 낮고 경험하더라도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신체건강의 증

수록 신체건강은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경제적 갈등이 자아

진은 우울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하여 대인관계와 사회적 활동 참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199만 원 이하 집단이 200-499만 원 집단보

여를 왕성하게 할 수 있다. 연령별, 성별, 소득수준별로 가족갈등→자아

다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경제적 어려움이 신체

존중감→우울, 가족갈등→신체건강→우울의 경로를 살펴본 결과,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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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감과 신체건강상태의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경제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족갈등은 가족생활에 영향을 미

인으로 인한 가족갈등에 취약한 여성과 노인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다
양한 정신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쳐 우울을 유발하는 등 가족 구성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갈등과 우울 간의 문제에

생시킨다는 점에서 개인 차원, 가족 차원, 사회 차원에서의 갈등관리

있어 개인의 심리적 속성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지 못하였으며 개인을

및 해소가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 다음과 같

대상으로 하는 미시적 분석에 치중함으로써 개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

은 정책적인 측면과 실천적 측면의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는 사회 구조적 요인과 환경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가

가족 간 갈등을 해소하는 장으로서의 가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

족갈등이 가족주기의 전반적인 흐름과 더불어 검토되어야 하지만 이

고 강조되고 있으므로 가족 간 대화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소

연구는 횡단적 자료를 2차 자료로 이용하여 연구결과를 해석하고 있

통과 아울러 사회교육적, 평생교육적 차원에서 가족갈등 수준을 낮추

다. 후속 연구에서는 우울 해소정책에서 고려할 중요 변인에 대한 지속

기 위한 갈등해소 접근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성, 연령, 소득수준 등

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가족 간의 갈등을 경험한 경우의 심리적 갈등

개인 특성에 따라 가족갈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에 특화

정도를 연구에 포함하여 연구모형의 정교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가

한 가족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갈등의 예방과 대책에 대한

족갈등 변인이 가족과의 관계, 태도나 가치관의 변화 등과 어떤 상호맥

프로그램 개발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락을 형성하는지 등에 대한 시계열적인 체계적 분석을 위하여 장기적

경제적 곤란으로 인한 가족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경제
적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 영향으로 음주, 우울 등 역기능적인 문제

인 패널 구축 자료를 이용하여 정책적인 측면과 실천적 측면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를 초래할 수 있다. 경제적 문제의 해결은 가족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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