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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 Specific Role of Anger Expression in Association with Depression
and Health Behavior in Community-Dwelling E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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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total,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 of depression on health
behavior (HB); to determine relative magnitudes of specific mediating effects of anger expression in gender
specific subgroup among elders. Methods: A cross-sectional correlational survey was conducted in S and G cities
with 333 community-dwe1ling elders (male=170, female=163).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7 to
November 7, 2013. Kee's GDSSF-K for depression, Spielberger's STAXI for anger expression and Choi & Kim’s
health behavior assessment tool were used. Multiple-mediation analyses using Indirect SPSS macros were
performed. Results: Depression had a significant total, direct and indirect effect on HB in both male and female.
In women, direct and indirect effect of depression on HB were higher than in men. Specific indirect effects of
depression on HB were evidenced via anger-control and anger-out for men and via anger-control and anger-in
for women. Among anger expression, anger-control was a more salient mediator for both male and female.
Conclusion: Findings suggest that depression and anger-control should be addressed in tandem for promotion
of HB for elders. Tailored interventions for the promotion of HB should be developed considering gender of target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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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위하도록 하는데 필수적이며[1], 노인들에게서 건강증진행위
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사회 전반에 걸쳐 그 중요성

1. 연구의 필요성

이 증가되고 있다. 한국의 2011년 노인인구 비율이 10.5%인
데 비해 노인진료비 비율은 33.3%를 차지하였고, 전체 진료

노인의 건강증진행위는 개인의 건강 유지 증진의 중요한 구

비 중 노인진료비율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2]. 최근 통계청에

성요소가 되고 질병 발생을 조기에 예방하며 건강한 삶을 영

서 발표한 ‘2012년 생명표’[3]에 의하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주요어: 우울, 분노, 건강행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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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77.9년, 여자 84.6년으로 OECD의 평균 기대수명을

행위의 상관성을 확인한 연구에서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는 건

넘어섰지만,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아프지 않은 기간을 제

강증진행위 실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분노조절은 긍정적

외한 건강수명은 남자 65.2년, 여자 66.7년으로 추정되어, 단

으로 영향을 끼치고[11], 노인 당뇨 환자에서 분노표현유형에

순한 질병치료나 질병예방의 개념보다 건강유지와 건강증진

따라 우울 및 자가관리활동이 다르다는 연구[12]와 노인의 분

및 건강수명 연장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노는 신체증상 중 순환기계증상과 상관성이 있다는 보고[13]를

노인에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정신건강문제의 하나인 우

통해 노인의 건강행위 증진을 위해서는 분노의 조절이 필요함

울은 여러 다양한 기전들로 인해 그 자체의 문제 뿐 아니라 다

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노인에게서 분노수준과 분노표현 정도

른 치료경과의 부진, 내과적 ․ 정신과적 치료서비스의 이용 증

가 높거나 분노가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되지 못할 경우에 우울

대와 향후 심각한 기분장애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자가관리

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9,14,15]. 더욱이 분노

와 사회적 기능 저하 및 신체 질병에 의한 기능상실 정도나 이

표현방식은 시설노인의 자살생각과도 관련성이 있는 있고[16],

환율, 사망률까지 높여[4-6]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

노인의 우울증상과 분노억제가 노인의 사망률을 증가시킨다는

니라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이

연구보고[17]도 있다. 따라서 그동안 노인에게서 소홀히 여겨

다[6]. 따라서 노인우울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와 관리

졌던 분노와 우울,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행위와의 관련

를 하는 것은 노인들의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의 건강과

성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우리

하지만, 지금까지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행위와 우울, 분노

나라 노인의 우울과 건강행위 간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에서

의 관련성을 동시에 살펴본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이

노인의 우울이 높을수록 건강행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

러한 세 변인들 중 분노와 우울 간의 관계[9,14,15,18]나 건강

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노인의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

행위와 우울을 포함한 다른 관련 변인 간의 선형관계를 확인

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1,7]. 최근 국

하는 연구들[1,7,19]이 대부분으로 노인의 우울과 건강행위간

외에서 수행된 지역사회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15년 동안의

의 관계에서 분노표현 방식이 미치는 기저의 변화과정을 밝히

종단적 연구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른 노인우울의 증가가 노인

는 연구는 없었다. 또한, 그동안 국내 간호학에서 이루어져온

의 사망률을 예측한다고 보고[6]하고 있어, 노인의 건강증진을

노인의 분노현상을 파악하는 연구의 시작은 2000년부터 시작

위해서는 우울의 조기발견, 반복적인 사정 및 치료로 노인우

되었으나 대부분 소아청소년과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

울의 진행을 멈추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6].

구들이 많았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양적으로 매우

우울과 함께 노인의 강력한 부정적 정서인 분노는 대립적인

부족한 상태이다. 이와 함께 우울과 분노와의 관계에서 성별이

사회적 상황에서 자기가치감이나 신념을 유지하려는 욕구를

조절변인으로 작용하며, 분노연구에서 성차를 고려할 필요가

일면 반영하며, 스트레스와 좌절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있다고 지적되어 왔으나[18,20], 분노와 관련변인 간의 관계에

써 자기방어체계의 일부분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높은 수준의

서 성별차이를 고려한 연구들은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분노가 오래 지속되거나 부적절하게 표현될 때 개인의 신체적,

노인의 성별을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보다 더 선택적이고 실

심리적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나 직업 생활에

증적인 결과에 근거한 중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전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특히, 분노는 관상동

에 수행된 노인의 분노와 건강상태를 확인한 연구[16,21]에서

맥질환, 고혈압, 뇌졸중, 암, 당뇨, 만성통증, 위장장애, 천식 및

분노를 표현 방식(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조절)에 따라 구

관절염 등과 같은 많은 신체질환의 심리적 위험요인으로 지적

분하지 않고 단일변인으로 분석하여 노인의 분노특성을 제대

되고 있다[9,10]. 분노는 화가 나면 이를 겉으로 드러내는 분노

로 평가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었다.

표출(anger-out)과 화는 나 있지만 이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이에 본 연구자들은 사전 연구들에서 노인우울과 분노, 분

분노억제(anger-in)와 화가 난 상태를 자각하고 감독하면서

노와 건강행위 간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두

화를 진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는 분노통제(anger-

변인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심리적 변인으로서 분노표현 방식

control)의 세 가지 분노표현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다[8]. 이러

이 두 변인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여 이론적 틀을

한 분노의 경험과 표현방식은 신체질환의 유발원인으로 분노

구성하였다(Figure 1). 분노표현 방식을 매개변인으로 구성

가 불건강하고 적절하지 않은 건강행위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많은 연구들에서 분노를 우울의 원인

로 보고되고 있다[10]. 국내에서 여성노인의 분노와 건강증진

적 요인으로 밝히지만 대부분은 횡단적 연구들로 두 변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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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개별 매개효과에 대해 성별 비교한다.

의 인과적 관계는 불명확한 상태이다. 또한 두 변인 간의 관계
에서 분노가 우울발생에 원인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때 단순히

연구방법

분노 그 자체가 원인이라기보다는 분노조절에 어려움이 더 중
요한 원인적 요인이 될 뿐 아니라, 동시에 우울이 분노조절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두 변인은 동시에 같이

1. 연구설계

발생하며 서로 상호 간에 순환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하
고 있다[22]. 이런 관점에서 연구자들은 우울과 건강행위와의

본 연구는 S시와 G시의 지역사회 재가노인을 대상자로 하

관계에서 중재 가능한 변인으로 분노표현 방식을 매개변인으

여 노인들의 우울과 건강행위와의 관계에서 분노표현 방식의

로 설정하였다. 즉, 본 연구는 노인의 우울과 건강행위 간의 관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실시한 횡단적 서술적 관계연구이다.

계에서 분노표현 방식의 매개효과를 성별에 따라 검증하기 위
함이며 노인의 건강행위에 미치는 노인의 우울과 분노현상에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대한 이해를 높이고, 노인의 건강행위를 증진하기 위한 프로
그램을 개발할 때 우울 중재와 분노표현 방식의 개선을 위한

본 연구의 대상은 S시와 G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재가노

보다 더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연구를

인으로, 조사 지역으로 선정된 노인복지관, 경로당과 노인대

수행하였다.

학의 관계자를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수행에 대한 허락과 협조를 받은 후 편의

2. 연구목적

표집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9월 7일부터
11월7일까지이었으며, 설문조사는 연구책임자로부터 연구에

본 연구의 목적은 성별에 따른 노인의 우울과 건강행위와의

대해 사전에 교육받은 간호대학생 2인과 정신간호학전공 대

관계에서 분노표현 방식(분노억압, 분노표출, 분노조절)의 매

학원생 1인으로 구성된 연구보조원들이 실시하였다. 연구보

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조원들은 사전에 약속된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대상자

y 노인의 우울, 분노표현 방식, 건강행위간의 상관관계를

들을 만나 일대일로 면담하여 의사소통과 지남력에 문제가 없
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수락한

성별 비교한다.
y 노인의 우울이 건강행위에 미치는 직접, 간접효과 및 총

노인에 한하여 자발적인 구두동의를 받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효과와 각 매개변인(분노억압, 분노표 출, 분노조절)의 구

설문결과는 익명이고 수치화되어 처리되며 연구목적 이외에

Controls
(age, education,
exercise, etc.)

Figure 1. Conceptual model of the study and analytic diagram for the multiple-mediation model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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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용하지 않는 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또한 설문지 조사 작

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총 0점에서 15점의 우울

성 중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

점수 분포상에서 절단점인 5점 이상을 우울상태로 간주한다

을 것임을 설명하였고, 설문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직

[25]. 본 도구의 신뢰도는 Kee[23]의 연구에서 Cronbach's ⍺=

접 하여 그 자리에서 바로 연구보조원이 설문을 점검 후 수거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84였다.

하였고, 국문해독이 어렵거나 거동이 다소 불편하고 시력이
좋지 않은 대상자들은 연구보조원이 직접 문항의 내용을 읽어

3) 분노표현 방식

주고 응답받는 식으로 자료수집하였다. 설문지를 마친 대상자

대상자의 분노표현 방식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Chon,

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설문조사에 응한 대상자

Hahn, Lee와 Spielberger[27]의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표현

342명 중 무응답이 많은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 333명의 자료

척도(State- 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K])

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경로분석

를 번안 ‧ 개발한 저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원래 이 척

과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적정한 검정력을 위한 표본 수로 측정

도는 특성분노 10문항과 상태분노 10문항, 분노표현을 측정

모수 당 최소 5배에서 최대 10배 정도를 권장하고 있어[23] 본

하는 분노억제(anger-in) 8문항, 분노표출(anger-out) 8문

모형의 측정 모수 23개에 대한 적정한 표본 수는 115~230으

항, 그리고 분노조절(anger-control) 8문항, 총 44문항으로

로 확인되었고 본 연구의 대상자인 남자 170명과 여자 163명

구성되어있으며, 이 중 본 연구에서는 분노표현 방식인 분노

은 분석을 위해 적절하였다.

억제, 분노표출과 분노조절 24문항을 사용하였다. 분노표현
방식은 분노를 경험한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반응의 빈도를 의

3. 연구도구

미하는 것으로, 분노억압은 분노감정을 참거나 억압하는 빈도
로 내향화된 분노를, 분노표출 8문항은 얼마나 자주 주위의 다

1) 건강행위

른 사람이나 물건에 분노를 표현하는가의 빈도로 외향된 분노

대상자의 건강행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Choi와 Kim[24]

를, 그리고 분노조절은 개인의 분노표현을 조절하려고 시도하

이 개발한 한국노인의 건강행위사정도구(Health Behavior

는 빈도를 의미한다. 응답범위는 각 문항에 대해 ‘전혀 아니

Assessment Tool[HBAT])를 저자로부터 도구사용 승인을 받

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

은 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노인이 노화되어가면서 건강을

다. 점수범위는 분노억제, 분노표출 및 분노조절 각각 8점에

관리하고 기능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 행하고 있는 건강행위를

서 32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표현양식 빈도정도가 높

측정하는 도구이며, 하부요인으로 신체영역 13문항, 정서영

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67

역 11문항, 사회영역 6문항과 영적영역 3문항의 총 33문항으

에서 .89의 범위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의 응답범위는 각 문항에 대해 ‘전혀

⍺=분노억제 .80, 분노표출 .84, 분노조절 .85였다.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의 4점 척도로 구
성되어 있다. 점수범위는 33점에서 132점이며, 점수가 높을

4. 자료분석

수록 노인 건강행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당
시 신뢰도 Cronbach's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
도 Cronbach's ⍺=.93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과 Indirect SPSS macro
[28]를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측정변인들
의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였고,

2) 우울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대상자의 우울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Yesavage와 She-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인

ilkh[25]가 개발한 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

다중매개 모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Indirect SPSS macro[28]

(GDSSF)을 Kee[26]가 우리말로 번안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를 이용하여 부트스트랩 절차(Bootstrapping)로 분석하였다.

노인 우울척도 단축형 도구(GDSSF-K)를 번안 ‧ 개발한 저자

최근에는 매개모형에서 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Sobel 검

로부터 도구사용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각 질문에 대해

증(Z 검증) 보다는 부트스트랩 절차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예’, ‘아니오’로 응답하게 되어 있고, 우울상태와 관련된 응답

[28]. 왜냐하면 Sobel 검증에서는 특히 표본수가 작을 경우에,

은 ‘1점’,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하며, 점수가 높

변수들의 정규분포에 대한 가정을 보장하지 못하며, 1종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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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I errors)의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28]이 있어왔기 때문

다. 직업은 남자노인의 경우 29명(17.1%), 여자노인은 10명

이다. 또한 Sobel 검증은 단일 매개요인만을 검증하지만, 부

(6.1%)이 있었고, 건강상태에 대한 지각에서 건강이 좋다라

트스트랩 절차는 여러 개의 매개요인을 동시에 검증할 수 있

고 응답한 남자노인이 61명(35.9%)이고 여자노인은 37명

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다중매개 모형 분석을 적용할 경우, 전

(22.7%)이었다. 사회적 활동에 많이 참여한다고 응답한 남자

체 매개변인에 대한 총 간접효과를 검증할 수 있고, 공변인

노인이 16명(9.4%)이고 여자노인은 6명(3.7%)이었다.

(covariate)과 다른 매개변인을 통제하면서 각 매개변인에 대

본 연구에서 측정되고 있는 주요 변수들의 성별차이를 확

한 개별 간접효과의 검증이 가능하고, 제시된 모형의 정확성

인한 결과로 우울(t=-1.08, p =.277), 분노억제(t=-0.34, p =

과 간명성을 높일 수 있고, 사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728), 분노표출(t=0.29, p =.772)과 분노조절(t=-0.93, p =

[28]. 본 연구에서 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5,000개의 부트

.350)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하지만 성별에

스트랩 표본을 지정하였으며, 간접효과의 크기와 유의성의 검

따른 건강행위 정도는 남자노인의 경우 평점이 3.2±0.41, 여

증은 95% 신뢰구간(95% confidence interval [95% CI])을

자노인의 평점이 3.4±0.49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만일 간접효과 추정치에 대한 95% 신

(t=-3.18, p =.002)를 보였다.

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간접효과는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2. 대상자의 우울, 분노표현 방식과 건강행위와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분석 및 가설적 모형(Figure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a’ 계수(coefficients)는 매개변인에 영향하는 우울의

본 연구에서 설정한 다중매개 모형을 검증하기 이전에 본

효과이며, ‘b’ 계수는 우울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

연구변수들의 남녀 집단별로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를

인이 건강행위에 미치는 효과를 의미한다. 성별에 따라 우울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남성노인의 경우에 건강행위

이 건강행위에 미치는 직접효과(C', 매개변인의 효과를 통제

는 분노조절(r=.53, p <.001)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우울

한 후의 효과), 간접효과(a1b1+a2b2+a3b3) 및 총 효과(C, 매개

(r=-.50, p <.001)과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분

변인이 없는 상태에의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이와 함께 모형

노억제와 분노표출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

에서 제시된 세 가지 각 매개변인(분노통제, 분노표출, 분노억

내지 않았다. 남성노인의 우울은 분노억제(r=.28, p <.001),

제)들이 나머지 매개변인이 통제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구

분노표출(r=.19, p =.011)과는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나타

체적인 개별 간접효과를 나타내는지 성별에 따라 분석하였다.

내었지만 분노조절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본 연구모형은 성별에 따라 각각 분석되었으며 각 모형에서

한편, 여성노인의 경우에 건강행위는 우울(r=-.51, p <.001)

노인의 우울이 건강행위에 미치는 정확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

과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분노조절(r=.48, p <.001)과는 높

해 독립변인, 매개변인과 종속변인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분노억제와 분노표출과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연령, 직업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여성노인의

유무, 학력, 종교, 결혼상태, 주거상태, 건강상태, 여가활동,

우울은 분노억제(r=.19, p =.010), 분노표출(r=.20, p =.008)

사회활동, 규칙적인 식사, 운동정도를 공변인(control vari-

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분노조절(r=-.17, p =.026)과

able)으로 모형에 포함시켰으며 공변인의 효과를 통제할 수

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있도록 고안된 Indirect SPSS macro 프로그램을 사용해 공변
인의 효과를 검토하였다.

3.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우울과 건강행위와의 관계에서 분노
표현 방식의 매개역할: 다중매개분석을 통한 직접, 간접

연구결과

및 총 효과

1.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일반적 특성과 제 변수들의 차이

본 연구의 다중매개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으며, 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를 Figure 2로 나타내었다. 남자노인의 경우,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

우울과 매개변인과의 관계(Figure 1에서 경로 a)에서 우울은

자노인이 170명(51.1%), 여자노인이 163명(48.9%)이고, 연

분노억제(b=.36, p =.183)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없었으며, 분

령은 남자노인이 평균 72.7세, 여자노인이 평균 73.5세이었

노표출(b=.56, p =.045)과 분노조절(b=-.97, p <.001)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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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33)
Total

Male (n=170)

Female (n=163)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Age (year)

73.1±6.05

72.7±5.95

73.5±6.14

Job

None
Have

294 (88.3)
39 (11.7)

141 (82.9)
29 (17.1)

153 (93.9)
10 (6.1)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 high school
≥College

143 (43.0)
134 (40.2)
56 (16.8)

44 (25.9)
80 (47.0)
46 (27.1)

99 (60.7)
54 (33.1)
10 (6.2)

Religion

None
Have

86 (25.8)
247 (74.2)

62 (36.5)
108 (63.5)

24 (14.7)
139 (85.3)

Marital status

With spouse
Without spouse

207 (62.2)
126 (37.8)

133 (78.2)
37 (21.8)

74 (45.4)
89 (54.6)

Living status

Living alone
Living with spouse only
Living with children
Group life

56 (16.8)
129 (38.7)
145 (43.5)
3 (0.9)

19 (11.2)
82 (48.2)
67 (39.4)
2 (1.2)

37 (22.7)
47 (28.8)
78 (47.9)
1 (0.6)

Economic status

Low
Middle
High

106 (31.8)
181 (54.4)
46 (13.8)

52 (30.6)
96 (56.5)
22 (12.9)

54 (33.1)
85 (52.2)
24 (14.7)

Perceived health
status

Bad
Moderate
Good

122 (36.6)
113 (34.0)
98 (29.4)

56 (32.9)
53 (31.2)
61 (35.9)

66 (40.5)
60 (36.8)
37 (22.7)

Leisure activities

None
Have

209 (62.8)
124 (37.2)

109 (64.1)
61 (35.9)

100 (61.3)
63 (38.7)

Social activities

Low
Middle
High

207 (62.2)
104 (31.2)
22 (6.6)

97 (57.1)
57 (33.5)
16 (9.4)

110 (67.5)
47 (28.8)
6 (3.7)

Regularity of meals

Regular
Irregular

297 (89.2)
36 (10.8)

157 (92.4)
13 (7.6)

140 (85.9)
23 (14.1)

Exercise level
(times/week)

None
1~3 times
4~5 times
≥6 times

59 (17.7)
121 (36.4)
56 (16.8)
97 (29.1)

20 (11.8)
64 (37.6)
29 (17.1)
57 (33.5)

39 (23.9)
57 (35.0)
27 (16.6)
40 (24.6)

Depression

0.3±0.23

0.4±0.27

Anger-in expression

1.9±0.64

1.9±0.74

Anger-out expression

1.7±0.65

1.7±0.67

Anger-control expression

2.9±0.70

2.9±0.75

Health behavior

3.2±0.41

3.4±0.49

Characteristics

Categories

Age (year)

접효과를 나타내었다. 반면 여성노인의 경우 우울은 분노억제

(b=-.01, p =.767)는 유의한 직접효과가 없었으며, 분노표출

(b=.82, p =.001), 분노표출(b=.67, p =.002)과 분노조절(b=

(b=.11, p =.013)과 분노조절(b=.25, p <.001)이 건강행위

-.53, p =.033) 모두 직접효과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우울은

에 직접효과를 나타내었다. 이와 달리 여자노인의 경우에는

남자노인의 경우에 분노조절, 여자노인의 경우에는 분노억제

분노억제(b=.11, p =.013)와 분노조절(b=.11, p =.013)이 건

와 높은 부적 효과를 나타내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었

강행위에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었고, 분노표출(b=.11,

다. 한편 매개변인들이 남녀노인의 건강행위에 미치는 직접효

p =.013)은 건강행위에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않아 분노

과(Figure 1에서 경로 b)에서는 남자노인 경우에 분노억제

표현 방식이 노인의 건강행위에 미치는 효과에 성별차이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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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for Male and Female
1

2

3

4

5

r (p)

r (p)

r (p)

r (p)

r (p)

1. Depression
2. Anger-in expression
3. Anger-out expression
4. Anger-control expression
5. Health behavior

.28 (＜.001)
.19 (.011)
-.14 (.072)
-.50 (＜.001)

.42 (＜.001)
.32 (＜.001)
-.13 (.096)

-.18 (.017)
-.14 (.076)

.53 (＜.001)

-

1. Depression
2. Anger-in expression
3. Anger-out expression
4. Anger-control expression
5. Health behavior

.19 (.010)
.20 (.008)
-.17 (.026)
-.51 (＜.001)

.49 (＜.001)
.27 (＜.001)
.04 (.589)

-.18 (.017)
-.04 (.602)

.48 (＜.001)

-

Gender

Variables

Male (n=170)

Female (n=163)

*p＜.05, **p＜.01.

Figure 2. Multiple-mediation bootstrap analysis of relationships between depression and health behavior as mediated by anger-in, anger-out and anger-control (Male/Female estimate).

타내었다. 남녀노인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분노조절이 노인의

지 매개요인(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조절)을 통한 건강행위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여성노인의 경우에 효과가 더

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95% 부트스트랩 신뢰구간(95% boot-

높게 나타났다.

strap CI)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총 간접효과는

노인들의 우울이 건강행위에 미치는 총 효과(Figure 1에서

남자노인(b=-.19, 95% CI=-.36, -.03, p =.011)과 여자노인

경로 C)를 분석한 결과 남자노인(b=-.69, p <.001)과 여자노

(b=-.25, 95% CI=-.47, -.07, p =.006)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인(b=-.84, p <.001)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

유의하였다. 한편, 각 매개변인의 개별 간접효과를 확인한 결

으며 여자노인의 총 효과가 약 1.2배 높았다. 우울이 건강행위

과, 남자노인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매개변인은

에 미치는 직접효과(Figure 1에서 경로 C') 즉, 모든 매개요인

분노표출(b=.06, 95% CI=.01, .19, p =.050)과 분노조절(b=

들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남아있는 직접효과로써 남자노

-.25, 95% CI=-.44, -.11, p <.001)이었고, 여자노인의 경우

인(b=-.50, p =.001)과 여자노인(b=-.59, p <.001) 모두 통

에는 분노억제(b=-.10, 95% CI=-.22, -.03, p =.011)와 분노

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직접효과가

조절(b=-.18, 95% CI=-.39, -.02, p <.001)이었다. 그 밖의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노인의 우울이 분노표현 방식의 세 가

매개변인은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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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ultiple Mediation Estimates for Health Behavior, Controlling for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Male (n=170)

Variables

Female (n=163)

b

t

p

b

t

p

.36
.56
-.97

1.33
2.01
-3.41

.183
.045
＜.001

.82
.67
-.53

3.45
3.04
-2.14

.001
.002
.033

Effects of mediators on health behavior
Anger-in
-.01
Anger-out
.11
Anger-control
.25

-0.29
2.51
6.25

.767
.013
＜.001

-.13
.05
.34

-2.75
1.23
8.18

.006
.218
＜.001

Total effect of depression on health behavior
Depression
-.69

-4.69

＜.001

-.84

-6.21

＜.001

Remaining direct effect of depression on health behavior
Depression
-.50
-3.67

.001

-.59

-4.82

＜.001

Partial effects of control variables on health behavior
Age
.01
1.49
Job
-.07
-1.11
Education
-.01
-0.49
Religion
.06
1.23
Marital status
-.14
-2.30
Living status
.07
2.08
Economic status
.08
2.05
Health status
-.01
-0.23
Leisure activities
-.01
-0.13
Social activities
-.01
-0.21
Regularity of meals
-.02
-0.59
Exercise level
.03
1.45

.138
.267
.618
.218
.022
.038
.042
.818
.894
.832
.555
.147

.00
.25
-.11
.09
-.09
-.02
.02
.09
.09
.06
-.10
.04

0.09
2.12
-2.24
1.24
-1.47
-0.74
0.54
2.44
1.41
1.22
-3.02
1.46

.928
.035
.026
.213
.141
.455
.588
.015
.160
.222
.003
.146

p

b

95% CI
LL
UL

p

Effects of depression on mediators
Anger-in
Anger-out
Anger-control

Variables

b

95% CI
LL
UL

Indirect effects of depression on health behavior via mediators (bootstrap results)
Total indirect effects
-.19
-.36
-.03
.011
Anger-in
-.01
-.07
.03
ns
Anger-out
.06
.01
.19
.050
Anger-control
-.25
-.44
-.11
＜.001

-.25
-.10
.03
-.18

-.47
-.22
-.02
-.39

-.07
-.03
.15
-.02

.006
.011
ns
＜.001

CI=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mit; UL=Upper limit; Ns=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본 다중매개 모형에서 남자노인의 건강행위를 설명하는 모

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다중매개 모형분석을 통해 남

형의 적합도 F값은 10.22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 <

녀노인 모두에서 우울은 노인의 건강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

.001), 본 모형에서 채택된 모든 변인들이 남성노인의 건강행

을 미칠 뿐 아니라 세 가지 분노표현 방식을 통해서도 간접적

위의 48.2%를 설명하였고, 여성노인의 경우는 모형의 적합도

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자노인의 경우에는

F값은 12.99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 <.001), 설명력

분노조절과 분노표출만이, 여자노인의 경우에는 분노조절과

은 56.1%로 나타났다.

분노억제만이 매개효과를 나타내었고, 특히 두 군 모두에서
분노조절의 매개효과가 크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분노표현 방

논

의

식의 매개 역할에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를 중심으로 한 구체
적인 논의와 간호학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재가노인들의 성별에 따라 우울과 건강

본 연구의 주요 개념인 노인우울과 건강행위에 영향을 줄

행위와의 관계에서 분노표현 방식을 중심으로 심리적 작용기

수 있는 공변인들과 분노표현 방식을 통제한 상태에서 남녀노

전을 확인하기 위해 처음 시도된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의 의

인 모두에서 우울은 건강행위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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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우울이 높을수록 건강행위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

에게도 같은 양상으로 확인되어 분노조절이 남녀노인의 우울

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그동안 노인의 우울이 노인의 건강

에 따른 건강행위를 변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변인이며, 다른

행위에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확인된 연구결과들[1,7]과 두 변

분노표현 방식보다도 그 효과에 있어 더 높게 나타났으므로

인간의 높은 부적 상관을 나타낸 연구결과[19]를 지지하는 것

이에 대한 조정과 중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분노표현 방식

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건강행위 도구는 한국노

에서 현재까지 기능적인 분노와 역기능적인 분노를 구분해주

인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된 도구로 그동안 간호

는 명확하게 합의된 기준은 없지만, 그동안 분노표출이나 분

학에서 많이 사용되어진 HPLP (health promotion lifestyle

노억제는 역기능적이고 분노조절은 기능적이라고 분류되어

profile)와 비교해 노화되면서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의 변화

오고 있다[8]. 분노조절은 임상적으로 정신의학적 진단을 받은

와 체력유지, 체력보존차원과 노인으로서 정체감을 갖기 위한

우울노인에게 있어서도 다른 분노표현 방식과는 달리 우울과

행위로서 자신의 존재의미를 나타내고자 하는 경향성이 두드

부적 상관을 나타내[14]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여

러지는 노인의 건강행위를 다루고 있다[24]. 이러한 노인의 건

겨진다. 즉, 본 연구결과는 노인의 건강행위에 미치는 우울의

강행위는 노인들이 자신의 건강이 허약해지는 것을 기점으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분노조절이 보호적으로 기능하여 노인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취해지는 목적지향적이고 자

의 건강행위를 증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

발적인 예방적 건강행위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본 연구

어지며.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행위를 증진하기 위한

결과는 횡단적 연구로 두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설명할

다양한 신체 ‧ 심리 ‧ 사회적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수 없지만, 노인의 예방적 건강행위에 노인의 우울이 부정적

노인의 분노조절에 대한 관심과 중재를 고려하는 것이 프로그

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노인 우울에 대한 조기사정과

램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분노경험은 정서

진단을 통해 우울의 조정이 필요함을 재확인하였다. 노인 우

적, 생리적, 인지적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많은 학자들은

울은 고혈압, 당뇨, 혈관성질환과 암과 같은 만성질환들, 통

분노발생에 있어 인지적 요인이 분노 경험을 일으키는 핵심적

증, 불안, 인지장애 등과 공동 이환율이 높고, 신체적, 정신적

인 요인으로 보고 여러 분노이론들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인 건강을 악화시키고 건강 관련 비용의 상승, 삶의 질 저하,

[8]. 따라서 노인들의 건강행위 증진을 위해서는 우울의 조정

심각한 기능손상과 자살의 위험 뿐 아니라 사망률을 높이는

과 함께 분노를 지배하고,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6].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지행동적 중재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들은 노인우울을 조기에 발견

본 연구의 흥미로운 결과로써, 여자노인과는 달리 남자노

하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하는 것이 노인들이 자신의 건강

인에게 분노표출은 우울과 건강행위간의 관계에서 간접효과

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는 건강행위를 지속시키는데 중요하

를 정적으로 나타내는 순기능을 하고 있어 이는 우울이 높아

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중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지면서 건강행위가 낮아지는 것에 대한 방어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동안 간호학에서는 노인 우울에 대한 연구들이 오

것으로 해석되어 질 수 있겠다. 그 동안의 사전 연구들에서는

랫동안 많이 다루어졌지만 우울과 노인의 건강행위간의 연구

지역사회에서 우울한 노인들이 우울하지 않은 노인군보다 분

를 심층적으로 다룬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앞으로 이

노표출이 높았고[15], 중년남성에서 기질분노나 분노표출이

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높을수록 우울이 높았다는 보고[29]들은 분노표출에 대한 역

본 연구모형에서 지역사회 노인의 우울은 분노조절 방식을

기능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사전 연구결과와는 달리 본 연

매개로 하여 건강행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그 간접효

구결과는 남성노인에게서 분노표출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과는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남자노인의 경우

자존감과 관련된 긍정적 정서 경험으로서의 정당한 분노표현

에는 우울은 세 가지 매개변인들(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조

방식[18] 혹은 문제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이유로 표출된 보호

절) 중 분노조절과 분노표출에 의해 건강행위에 영향을 주는

적 역할[10]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이 점은 본 연구에서 분노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우울이 높을수록 분노조절이 어렵게

표출에 대한 기능적인 역할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되고 분노조절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 건강행위가 낮아지는

새로운 조망과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한데 연구의 의의가 있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우울이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칠

다. 즉 남성노인들은 우울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분노표출을

때 분노조절을 잘 하게 된다면 건강행위를 증진할 수 있게 하

통해서 보다 적응적인 방향으로 건강행위를 증진할 가능성이

는 중요한 중재변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여성노인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이러한 분노표출에 대한 기능적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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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재가노인의 우울과 건강행위와의 관계에서 분노표현 방식의 매개효과에 대한 성별차이

을 논하기 위해서는 우울정도나 심각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인의 우울과 건강행위간의 관계에서 분노표현 방식이 미치는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실제 우울로 진단받은 노인들이

심리적 작용기전을 성별에 따라 다중매개 분석을 통해 규명함

정상노인들에 비해 분노표현 정도가 낮았으며 분노표현을 적

으로써 분노표현 방식과 노인의 건강행위 증진을 위한 연구에

게 하는 노인일수록 우울군으로 진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여 연구자들로 하여금 이에 대한 연구를

결과[14]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로 보여지며, 따라서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사회 노

분노표현 방식의 기능적인 면에 관심을 두고 보다 많은 연구

인의 건강행위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남성노인에게는 우울과

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건강행위와 분노와의 인과관

함께 분노조절과 분노표출에, 여성노인에게는 우울과 함께,

계를 확인한 연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론적 연구

분노조절과 분노억제에 초점을 두는 성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

들을 통해 분노표출의 성별에 따른 기능적, 역기능적인 역할

그램을 기획하고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결과에서 남성노인과는 달리 여성노인에게 있어서

결

론

분노억제가 우울과 건강행위간에 매개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분노억제 방식을 변화시킨다면 우울경향의 여성노인에게 건

본 연구는 지역사회 재가노인들의 성별에 따라 우울과 건강

강행위를 증진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

행위와의 관계에서 분노표현 방식(분노억압, 분노표출, 분노

다. 한국사회에서 여성노인들의 분노현상을 분노억제 결과로

조절)을 중심으로 심리적 작용기전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

나타나는 ‘홧병’이나 ‘끓어오름’으로 설명한 연구결과[30]와

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다중매개 모형분석을 통해 확인된 연

내적으로 겪는 부정적인 정서인 우울증상과 분노억제가 노인

구결과는 남녀노인 모두에서 우울은 노인의 건강행위에 직접

의 사망률과 관련성이 있었으나, 분노표출과 분노조절은 사망

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세 가지 분노표현 방식을 통해

률과 관련성이 없었다는 종단적 연구결과[17]들이 본 연구결

서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남자노

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분노억

인의 경우에는 분노조절과 분노표출만이, 여자노인의 경우에

제의 역기능적인 역할은 한국노인에게 있어 남성노인보다는

는 분노조절과 분노억제만이 매개효과를 나타내었고, 특히 두

여성노인에게 두드러지는 현상임을 재발견한데 연구의 의의

군 모두에서 분노조절의 매개효과가 크게 나타났고 성별에 따

가 있다. 따라서 여성노인에게는 우울의 조기사정과 함께 분

른 분노표현 방식의 매개 역할에 차이를 나타내었다. 남녀노

노표현 방식에 있어 분노억제를 많이 나타내는지를 사정하여

인 모두에서 분노조절은 우울이 건강행위에 영향할 때 기능적

이에 대한 인지행동적 중재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

인 역할을 하였으며, 남성노인에게 있어 분노표출 또한 기능

로 본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제시된 다중매개 모형은 남성노인

적인 역할로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여성노인의 우울이 건강행위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

본 연구결과 노인들의 건강행위 증진을 위해서는 우울의 조

효과가 높게 나타나 여성노인의 건강행위를 더 잘 설명하는

기사정 및 중재와 함께 분노를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

것으로 나타났다(남성노인=48.2%, 여성노인=56.1%).

는 인지행동적 중재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또한 우울과 건강행위와의 관계에서 분노표현 방식의 매개역

첫째, 본 연구는 횡단적 조사연구로서 본 모형에서 제시된 변

할이 성별에 따라 차이 있게 나타나 남성에게는 분노조절과

인 간의 확실한 인과적 관계의 성립이 어렵다. 따라서 종단적

함께 분노표출에,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분노조절과 함께 분노

연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우

억제에 초점을 두고 중재전략을 계획하는 것이 노인의 건강증

울군이나 비우울군 모두에서 분노표현 방식은 개인의 심리적

진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성으로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여 우울군과
비우울군을 구분하지 않고 한 집단(우울평균 4.6점, 우울군
48.0%)으로 하여 성별에 따라 분석한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수를 더 많이 확보하여 우울집단
만을 대상으로 한 다중매개 분석을 실시하여 본 연구결과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간호학적 의의와 강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재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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