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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과학과 의료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여성의 중년이후의 인생은 일생의 1/ 3 이

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중년기의 건강상태는 노년기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므로 중요하며 중년기는 여

러 가지 변화와 건강문제를 동반하는 인생의 전환점으로 이 시기에 대부분의 여성들은 갱년기 증상을

경험하게 된다. 갱년기는 폐경을 전후하여 대게 4- 5년 사이의 기간을 말하며(김의숙 등, 1990) 이는 중

년기 여성들의 생활주기에서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생식기에서 비생식기로 전환되는

하나의 사건이며 정상적인 성장발달의 한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폐경으로 인하여 많은 여성들은 신체적 증상 및 우울, 외로움, 실패감과 같은 정신사회적 문

제, 즉 갱년기 증후로 고통당하고 있다.(이경혜 등, 1994) 이러한 증상은 난소기능의 감소로 ds한 것으

로 생리학적인 변화와 함께 정서적, 사회적 변화를 초래하여, 열감, 오한, 심계항진, 불안, 우울, 안절부

절, 소외감, 외로움 등의 심리적 증상들이 나타난다(Matthew s 등, 1994). 또한 Ache(1980)는 여성이

폐경기에 심리적인 공포감과 열등감 및 우울과 불안이 전환반응에 의하여 정신, 신체적인 증상을 일으

킬수 있다고 하였으며 폐경과 노화현상에 대한 태도, 결혼과 직업에 대한 만족 등의 심리상태가 폐경기

증상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폐경을 전후해서 일어나는 우울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동반

되는 역할과 생활양식의 변화, 자녀들의 성숙과 더불어 자녀들이 집을 떠나게 되는 상황, 폐경으로 인한

여성의 특권인 생식기능의 상실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등 사회심리적 요소와 난소기능의 저하로 인한

estrogen의 혈중농도 감소와 폐경의 증상인 홍조로 인한 수면장애등 생리적 요소의 상호작용으로 발생

된다고 하였다(W asaha 등, 1996: 신혜숙, 1995: Matthew s , 1992: 김수지 등, 19889).

이처럼 갱년기에 나타나는 증상과 우울은 생리적 요인 뿐만 아니라 심리적 요인, 환경, 역화변화등 다

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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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갱년기 증상과 우울정도를 확인하고, 갱년기 증상과 우울과의 관계를 규명하여 중

년여성이 갱년기를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식하고 갱년기 증상에 잘 적을 할 수 있는 간호중재 및 간호교

육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중년여성의 갱년기 증상을 알아본다.

2) 중년여성의 우울정도를 알아본다.

3) 중년여성의 우울정도의 갱년기 증상과의 관계를 알아본다.

4) 대항자의 일반적 대상자의 특성 및 산과적 특성과 갱년기 증상호소와의 관계를 알아본다.

Ⅱ . 문헌고찰

1 . 갱년기증상

갱년기 증상은 폐경을 전후하여 나타나는 증상으로서 그양상이 다양하고 개인차가 많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Smith , 1979: Lesh , 1975). 여러학자들의 보고(Gallow ay , 1975: P ear son , 1983: 박난준,

1989)에 따른 갱년기 증상을 살펴보면 신체적 증상, 정신신체적 증상, 심리적 증상으로 나눌 수 있다.

신체적 증상은 열감, 발한, 심계항신의 현관계증상과 요통, 관절통, 근육통, 유방통, 설사, 변비, 수족냉증

등의 감각이상, 자궁점액감소로 인한 질병, 성교동통, 소양증, 근육수축력의 감소로 이한 요실금 그외 체

중증가, 골다공증, 시력저하등의 증상이 있다. 정신신체적 증상으로는 자율신경계와 성격 및 심리적 요

인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가슴이 두근거림, 현기증, 피로, 두통 등의 증상이 있고, 심리적인 증상은 신체

적 변화와 기타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한 갈등 등이 스트레스가 되어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불면, 두려

움, 우울, 신경과민, 집중력 결핍, 질식감, 초조와 불안정, 울음의 폭발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E라서 생

년기 증상은 나이에 따른 난소기능의 저하로 인한 신체적 증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나타

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Ache(1980)는 여성이 갱년기에 느끼는 심리적인 공포감과 열등감에 우울과

불안을 초래하며, 이러한 우울과 불안이 전환반응에 의하여 정신, 신체적인 증상을 일으켜 폐경과 노화

현상에 대한 태도, 결혼과 직업에 대한 만족등의 심리상태가 갱년기 증상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강오(1987)는 핵가족 형태와 월수입이 많고 결혼만족도가 높은 여성일수록 갱년기 증상을 경하

게 나타낸다고 하였고, Mor se(1980)와 Detre (1978)의 연구결과에서는 사회, 경제적 수준과 갱년기 증

상과 관계가 있다고 나타났다. 또한 차영남(1995)의 연구에서는 연령, 결혼상태, 학력, 자녀수, 월경상태

에서 갱년기 증상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외에도 Arch (1980)는 출산횟수가 많은 여성이 출산

경험이 적은 여성보다 갱년기 증상을 심하게 경험한다고 하였고, 취업과 지역사회 활동을 하는 여성, 사

회 경제적 수준이 높은 여성일수록 갱년기 증상이 덜 하다고 하였다.

이상의 문헌에서 갱년기 증상은 생리적 변화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이는 심리적, 환경적 요소에 영향

받을을 알 수 있었다.

2 . 우울

우울은 여성에게서 흔하며, 남성에 비해 2배나 높으며 20t에서 50세 사잉서 가장 흔히 발명한다. 여

성에서 우울의 발생빈도가 높은 이유는 성에 따른 생물학적 차이뿐만 아니라 여성만이 경험하는 사회

적, 경제적, 정서적 요소에 특별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Steiner , 1992).

우울서 나타나는 신체적 양상으로는 식욕부진, 요통, 변비, 현기증, 두통, 수면장애, 오심, 구토, 월경

변화등이 있고 정서적인 양상으로 슬픔, 무감동, 낙담, 죄의식, 외로움, 무가치함, 자존심 저하 등이 있으

며, 인지적인 양상으로는 비관, 흥미상실, 주의산만, 자해사고등이 있다. 또한 행동적인 측면에서는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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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증대, 정신운동성 지연, 위축, 사회적 고립, 약물과 알콜의존, 자발성 결핍등을 들 수 있다(이소우등,

1987: 이정균, 1985).

갱년기 여성의 우울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Ander son (1987)등이 폐결클리닉에 참가한 100명을 대

상으로 한 결과 정서적 증상은 63%에서 나타났으며, 구체적 증상으로는 안절부절(93% ), 피로(91% ),

긴장(91% ), 신졍질(88% ), 우울(86% )순이었다, 또한 Hay (1994)의 연구에서도 폐결클리닉에 참가한 78

명 중 35명이 임상적 우울을 나타냈다. 그러나 541명의 중년여성의 역학연구(Matthew s 등, 1994)에서

는 폐경전과 폐경후 그룹간의 우울증상의 변화는 없었다. 그외 Hay 등(1994)은 과거력상 우울증이 있

었던 경우 83%에서 폐경시 우울을 느꼈고 이전에 우울증이 없었던 경우는 33%만 폐경시 우울을 느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우울증의 첫 발병시기가 폐경전후인 경우가 35%로 나타났다.

Winokur (1973)와 Lesse(1968)은 갱년기때 우울을 심하게 나타내고 사람은 제한된 사회생활과 지나

치게 소심하고 예민하고 엄격하며, 강박적 성격과 의존적 성격양상을 가진 사람이라 하였으며, 신혜숙

(1995)은 신경증적 성격을 지니고 있거나, 스트레스 대체반응이 부적절하거나, 자존심이 낮은 폐경기 여

성에게 우울이 흔하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우울 유발인자로는 지속된 부모의질병 또는 어렸을 때 부모가 사망한 경우, 부모나 애우자로 부터의

신체적 또는 성적 학대, 사회 경제적 결핍, 유전적 소인, 다양한 역할에 대한 스트레스이며(McGrath

등, 1990), 또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는 경제적 문제, 가족구성원간의 갈등, 자녀

에 대한 기대 좌절, 사업실패, 질병, 결혼생활변화, 가족의 사망과 같은 요인들이 순서대로 나타났다(오

세원, 1980).

이상의 문헌에서 갱년기에 나타나는 우울은 개인의 성격, 사회적 경제적 환경 상황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Ⅲ . 연구방법

1 . 연구결과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갱년기 증상과 우울정도와 관계를 검정하는 상관관계 연구이다.

2 . 연구대상 및 연구절 차

본 연구의 대상자는 부산시내에 거주하는 40세에서 61세 사이의 중년 여성으로 최근에 월경이 불규

칙해졌거나 자연 폐경을 경험한 자로 건강상태가 양호하며 자궁절제술을 받지 않았고 현재 어떠한 질병

치료나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여성을 대상으로 임의 표집하였다.

조사기간은 1995년 11월 28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며, 면담 또는 자가 보고에 의해 기술하였다. 설

문지는 간호대학과 간호전문대학 학생에게 본 연구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해 충분히 교육한 후 간호학생

의 어머니나 친척등의 중년 여성에게 200부 배부하였으며 그중 190부 회수하여 이중 응답이 불충분하

거나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 134부 분석에 이용되었다.

3 .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이며, 그 내용은 일반적 특성 및 산과적 특성 24문항, 갱년

기 증상 20문항, 우울에 관한 증상 20문항이었다.

도구의 내용 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해 부산시내 모성간호학 교수와 종합병원의 간호부장, 갱년기 클리

닉의 수간호사가 포함된 본 연구팀이 여러 차례 논의하였으며, 부산시 거주 갱년기 여성 20명을 대상으

로 사전조사하여 수정 및 보완하였다.

1) 갱년기 증상 측정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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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gart on (1965)이 개발한 갱년기 증상 3영역별 25문항을 차영남(1995)등이 수정보완한 20문항을

사용하였다. 도구의 내용은 정신신체적 증상 4문항, 신체적 증상 8문항, 심리적 증상 8문항이다. 본 도구

는 3점 척도로 사용하였으여 증상점수는 아주 심하다 3점, 조금 그렇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최고 60점에서 최저 2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갱년기 증상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 s a=.88로 나타났다.

2) 우울측정 도구

Zung (1974)이 개발한 우울즉정 도구 20문항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4점 척도로 하였으

며, 거의 없다 1점, 가끔 있다 2점, 대체로 많다 3점, 매우 많다 4점으로 10개의 역문항은 4점 척도로

하여 최고 80점에서 최저 20점까지 점수가 많을수록 우울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 s a =.86이었다.

4 . 자료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 SS/ P C+를 이용하여 서술적 통계치, t - test , ANOVA 그리고 Pear 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검정하였다.

1) 대상자의 갱년기 증상, 우울정도는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2) 대상자의 갱년기증상과 우울정도와의 관계는 Pear 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갱년기 증상과의 관계는 t - test , ANOVA를 이용하였다.

Ⅳ . 연구결과 및 고찰

1 . 대상자의 갱년기 증 상

대상자의 갱년기에 호소하는 증상을 알아보기 위해 작 문항별 평균평점과 표준편차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1>과 같다.

< 표1> 갱년기 증상 정도 N =134

문 항 평균평점 표쥰편차

정 신 신 체 적 증 상

허리다리가 쑤시거나 무릎관절이 아프다 2.02 0.67
쉽게 피로하고 기운이 없다 1.98 0.66
가슴이 뛰고 두근거린다 1.72 0.77
어지럽고 현기증이 난다 1.55 0.68

신 체적 증 상

열이 가슴에서 얼굴위로 치밀어 오른다 1.72 0.74
손발이 차고 저리다 1.70 0.70
머리가 아프다 1.63 0.80
소변이 자주 보고 싶거나 재채기 할 때

소변이 찔끔찔끔 나온다 1.56 0.74
소화가 안된다 1.51 0.71
변비가 있다 1.41 0.96
진땀이 없다 1.33 0.69
식욕이 없다 1.20 0.57

심 리적 증 상

신경이 예민하다 1.96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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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일에 흥분하거나 눈물이 난다 1.75 0.70
허전하거나 우울하다 1.74 0.70
잠이 잘 안온다 1.46 0.70
한가지 일에 정신집중이 어렵다 1.44 0.63
숨이 꽉 막히는 것 같다 1.37 0.73
안절부절하거나 초조하다 1.34 0.65
불안하거나 두렵다 1.31 0.65

전 체 평 균 1.59

갱년기 증상의 각 문항별 평균평점은 최고 2.02에서 최저 1.20점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최대

평점 3점에 대해 전체평균평점은 1.59점으로 나타났다.

갱년기 증상의 각 문항별 점수 순위를 살펴보면 허리 다리가 쑤시거나 무릎관절이 아프다가 2.02점

으로 가장 높았고 쉽게 피로하고 기운이 없다 1.98, 신경이 예민하다 1.96, 작은 일에 흥분하거나 눈

물이 난다가 1.75점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순위가 낮은 것은 식욕이 없다 1.20, 불안하거나 두렵다

1.31, 진땀이 난다 1.33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성애(1983)의 연구에서 신경이 예민하다 , 팔다리가 쑤신다 , 머리가 아프다 , 심한 피로를

느낀다는 순으로 나타난 것과 이강오 등(1987)의 연구에서 신경이 예민하다 , 팔다리가 쑤신다 , 머리

가 아프다 , 이유없이 피로를 느낀다와 차영남 등(1995)의 연구에서 허리가 쑤시고 무릎관절이 아프

다 , 신경이 예민하다 , 쉽게 피로하고 기운이 없다등의 증상이 수위를 나타낸 것과 일치한다.

갱년기 증상의 영역별 평균평점은 <표2>에서 보는 바와 같다.

< 표2> 갱년기 증상의 영역별 평균평점 N =134

구 분 문 항 최대평점 총평점 평균평점

(A ) (B =A 3) 표준편차(C) (C/ A )
정신 신체적증상 4 12 7.52 1.94 1.88
심리적 증상 8 24 11.17 3.25 1.40
신체적 증상 8 24 9.40 2.52 1.18

정신신체적 증상이 평균평점 1.88로 가장 높았으며 심리적 증상 1.40, 신체적 증상 1.18로 나타났다.

정신신체적 증상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다른 연구결과(박난준, 1988: 최양자, 1989: 차영남등, 1995)

와 일치하였으며 평균평점은 차영남 등(1995)의 연구 1.55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연구 대

상자들의 특성, 즉 차영남 등(1995)의 연구대상자는 폐경된 대상자가 37.5%인데 비해 본 연구대상자는

폐경된 자가 54.5%이며 현재 월경이 불규칙한 자가 44.8%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 1인당 갱년기 증상호소 총점의 평균점수를 조사한 결과는 <표3>과 같다.

< 표3> 갱년기 증상 점수 N =134

구 분 실수 % 평균 표준편차

0- 20 13 9.7
21- 40 118 88.1 27.90 6.58
41- 60 3 2.2

대상자의 90.3%가 21점 이상의 점수를 나타내어 중년기 여성의 90%이상이 한가지 이상의 갱년기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Dorthy (1987)의 연구에서도 갱년기 여성의 85%는 갱년기

증상을 호소하고 그중 50%는 병원을 찾게 되며 10- 15%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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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중년여성의 90%가 한가지 이상의 갱년기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주

로 호소하고 있는 증상은 허리다리가 쑤시거나 무릎관절이 아프다 , 쉽게 피로하고 기운이 없다 , 신경

이 예민하다등의 증상이었다.

2 . 대상자의 우울정 도

<표4>에서 와 같이 우울점수 범위는 20점에서 69점이었으며 정상우울점수인 49점 이하가 85.1%로

가장 낳았고 경증 우울점수 50- 59점이 14.2% 중등도 우울점수 60- 69점이 0.7%였으며 70점 이상의 중

증 우울은 없었다.

< 표4> 우울점수 N =134

구 분 실수 % 평균 표준편차

49점이하 (정상) 113 85.1
50- 59점 (경중) 20 14.2 39.13 9.10
60- 69점 (중등) 1 0.7
70점이상 (중증) 0 0

이는 이동희(1994)의 연구에서 정상여성의 득점범위가 27- 61점 사이였고, 49점 이하가 80%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대상자의 우울의 평균점수는 39.13으로 정상우울 범위에 속해 있었으며 이동희(1994)의 불임여성의

우울평균점수 47.2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John stone 등(1994)은 자연폐경후 5년이내인 여성 78명을 대

상으로 한 조사에서 45%가 우울증이 있었다고 하면서 명백한 병적 증상은 폐경전후 기간에 나타난다고

하였다.

3 . 갱년기 증상과 우울 과의 상관관계

우울에 대한 점수와 갱년기 호소 증상 점수와의 관계를 P ear son s ' correlation coefficient로 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r =0.530, p =0.000, 표5 참조).

< 표5> 갱년기 증상과 우울과의 상관관계

영 역 우울(r ) P
정신신체적 증상 .4090 0.000
신체적 증상 .3190 0.000
심리적 증상 .5891 0.000

전체 갱년기 증상 .5391 0.000

즉 중년기 여성의 갱년기 증상호소가 높을수록 우울에 대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는

중년여성의 갱년기 증상과 우울감과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어 준다고 생각된다. 이 결과는 갱년

기 클리닉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우울증의 발병률이 높다고 하면서 갱년기 클리닉 서비스에 우울에 대

한 간호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John stone등(1884)의 견해를 지지하는 것이며 역으로 말하면 폐

경전후의 시기에 갱년기 증상이 심할 경우가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갱

년기 증상이 우울과 같이 심리적 요인과 관계가 있으므로 갱년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의 교육시에는

우울에 대한 심리적 지지를 포함한 심리요법에 의해 관리 되어야 하며, 폐경, 노화, 자녀독립 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또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 우울증을 더

경험하기 때문에(John stone, 1994)감수성이 예민한 갱년기 여성에게 사려깉은 간호가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갱년기 증상과 우울과의 관계를 재 확인하기 위하여 갱년기 호소 증상의 각 영역별 점수와 우울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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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를 검정한 결과 정신신체적 증상(r =.4090, p =0.000)신체적 증상(r =.3190, p =0.000) 심리적 증

상(r =.5891, p=0.000)영역 모두 우울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 결과는 우울이 갱년

기 증상의 정신 신체적, 신체적, 심리적 모든 면에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폐경전후의 시기

에 우울증이 있는 여성이 생물학적 변화로 더 심한 갱년기 증상이 있을 수 있으며, 갱년기 여성의 간호

시에는 신체적인 생물학적인 면과 더불어 정신신체적인 면과 심리적인 면을 우선고려해야 함을 시사하

고 있다.

그러므로 갱년기 우울증상이 있을 때는 육체적인 갱년기 증상의 치료와 심리적 간호를 철저히 받아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켜 우울정도를 감소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 대상자의 일반적 특 서와 산과적 특성과 갱 년기 증상

갱년기 호소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령, 학력, 직업, 결혼상태, 주거환경,

종교, 자녀수, 월수입, 가족형태 등 일반적 특성과 갱년기 호소증상 점수와의 관계를 분석 검증하였다<

표6참조>

< 표6> 일반적 특성과 갱년기 증상과의 관계 N =134

일반적특성 구 분 실수 %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연령 42- 45 16 11.9 28.80 5.45

46- 50 63 47.0 27.81 6.26 1.53 0.211
51- 55 50 37.3 27.81 7.35
56이상 5 3.7 33.49 2.98

학력 국졸 28 20.9 28.93 4.46

중졸 49 36.6 27.91 7.23 0.35 0.787
고졸 43 32.1 27.92 7.55

고졸이상 12 9.0 26.72 4.28
무응답 2 1.5

직업 무 90 67.2 27.96 6.18
유 44 32.8 27.78 6.39 0.02 0.885

결혼상태 기혼 113 84.3 27.48 6.55
사별 16 11.9 30.63 6.58 1.39 0.241
기타 5 3.7 35.10 7.10

주거환경 전세집 38 28.4 29.64 6.46
30푱이하 43 32.1 26.08 6.72 2.89 0.038
50평이하 44 32.8 28.67 5.89

51평이상 7 5.2 24.48 8.66
무응답 2 1.5

종교 무교 21 15.7 29.74 6.07
기독교 42 31.3 25.98 6.43 4.18 0.007

불교 63 47.0 29.17 6.34
천주교 8 6.0 23.17 6.78

자녀수 1명 4 3.0 21.04 9.29
2명 30 22.4 26.33 6.99 2.01 0.116
3명 55 41.0 28.33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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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이상 45 33.6 28.46 7.56

월수입 100만원이하 37 27.6 28.53 6.17
101- 200마원 69 51.5 27.64 6.34 0.47 0.701
201- 300만원 17 12.7 28.28 8.73

301만원 이하 6 4.5 28.07 1.28
무응답 5 3.7

가족형태 대가족 21 15.7 21.16 6.12 0.22 0.638
핵가족 108 80.6 27.90 6.69
무응답 5 3.7

연령에 따른 갱년기 증상을 비교해 볼 때 40대 중반과 50대 초반은 비슷한 정도를 나타내고 있었으

며 폐경이 시작되는 40대 초반에는 약간 더 높았고, 폐경후기인 50대 후반에는 갱년기증상 호소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박난준(1988)의 연구에서도 연령에 따른 갱년기 증

상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면 이옥무(1989), 차영남 등(1995)등의 연구에서는 40대보다 50대

에 갱년기 증상을 더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서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갱년기 증상호소 점수가 낮아 고학력 여성은 저학년 여성에 비해 갱

년기의 증상에 대하 더 많이 자기해결책을 시행하고 있어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없었다. 직업

유무별로 갱년기 증상호소 점수차는 없었다.

결혼 상태별로 보면 사별한 경우가 30.63으로 기혼의 경우 27.48보다 갱년기 증상 평균점수가 높았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는 없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변수는 주거환경(t =2.89, P =0.038)과 종교(t =4.18, P =0.007)였다.

주거환경을 보면 전셋집에 사는 경우가 갱년기 중상호소 평균점수가 29.64로 높았으며 다음이 50평 이

하는 자가인 경우 28.67이었고 가장 평균점수가 낮은 경우는 51평 이상의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24.48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넓은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유가 편리한 시설을 갖추고 충분한 영양섭

취와 휴식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Mor se(1980), Detr e (19778)의 연구결과에서 사회, 경

제적 수준과 갱년기 증상과 관계가 있다고 한 것과 일치된다. 즉, 주거환경이 좋을수록 증상호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에서는 기독교와 천주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무교와 불교보다 갱년기 증상호소 점수가 유의하

게 낮았다. 이는 자기 일이 있거나 신앙이 있는 여성들이 갱년기에 잘 적응하며 폐경을 계기로 더 신앙

에 몰두할 수 있다고 한 이미라(1994)의 결과를 지지한다.

자녀수가 적을수록 갱년기 호소증상 평균점수는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월수입면에서 100만원 이하로 월수입이 낮은 경우와 300만원 사이가 26.28로 갱년기 증상 호소증상

평균점이 높았고 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가 26.28로 갱년기 증상 호소점수가 낮게 나타났으나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

산과적 특성과 갱년기 증상 호소정도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초경연령, 월경시불편감, 임신횟수,

출산횟수, 유산횟수 등과 갱년기 증상 호소와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변수는 출산횟수(F =2.66, P =0.043)였다. <표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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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7> 산과적 특징과 갱년기 증상 N =134

산과적 특성 구분 실수 % 평균 표준편차 t of F P
초경연령 12- 14 20 14.9 28.30 8.61

15- 17 81 60.9 27.77 6.25 0.053 0.947
18세이상 33 24.6 27.97 6.14

월경시 불편감 유 73 54.4 28.15 6.30
무 61 45.5 27.60 6.93 0.23 0.629

임신횟수 1- 3회 36 26.9 27.61 5.37
4- 6회 80 59.7 27.57 6.89 1.012 0.366

7회이상 18 13.4 29.95 7.29

출산횟수 0- 2회 34 25.4 26.20 7.40
3- 4회 75 56.0 27.92 5.82 2.66 0.043

5회이상 24 17.9 30.15 7.10
무응답 1 0.7

유산횟수 0- 2회 39 29.1 26.1 7.16
3- 4회 62 46.3 27.75 5.79 1.66 0.193

5회이상 23 17.1 29.55 7.10
무응답 10 7.5

즉, 출산횟수가 많을수록 갱년기 증상을 심하게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자녀수가 많아짐에 따라 폐경

기 증후군 점수가 높게 나타난 박난준(1988), 차영남 등(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유산횟수도 많아질수록 갱년기 증상 호소점수가 높아지고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없었다.

Ⅴ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중년 여성의 갱년기 증상과 우울과의 관계로 규명하고 갱년기 증상에 관계되는 체변수들을

밝히므로써 중년여성의 건강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40세에서 61세 사이의 중년여성 134명이었고 자료수집 기간을 1995

년 11월 28일에서 12월 30일까지 하였으며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 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도구로는 갱년기 증상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Neugraton (1965)이 개발한 도구를 차영남등

(1995)이 수정 보완한 갱년기 증상 3영역별 20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우울측정도구는 Zung (1974)이 개

발한 우울측정도 구 20문항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자료분석 방법은 SP SS를 이용하여 갱년기 증상과 우울과의 관계는 P ear son ' 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갱년기 증상 호소 정도와 제변수와의 관계는 t - test , ANOVA로 분석하였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전체의 갱년기 증상 평균평점은 1.59였으며, 항목별로는 허리가 쑤시거나 무릎관절이 아

프다 (2.02), 쉽게 피곤하고 기운이 없다 (1.98), 신경이 예민하다 (1.96) 순이었다. 각 영역별로 구분

한 갱년지 증상중에는 정신 신체적 증상이 평균평점이 1.88로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갱년기 증상 점수

분포를 보면 90.3%가 한가지 이상의 갱년기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평균점수 27.9점이었다.

2. 대상자의 우울정도를 보면 85.1%가 정상 우울점수 (49점이하)였으며 14.2%가 경중 우울점수

278



(50- 59점)에 있었고, 평균점수는 39.13으로 정상 우울범위에 속해 있었다.

3. 갱년기 증상과 우울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갱년기 증상의 각 영역별로 정신신체적증상(r =0.4090,

P =0.000), 신체적증상(r =0.3190, P =0.000), 심리적증산(r =0.5891, P =0.000)에서 모두 우울과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갱년기 증상호소와 우울과는 긍정적인 상관관계

가(r =0.5307, P =0.000)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갱년기 증상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유의한 차가 있었던 변수는 주거환경

과 종교, 출산횟수였다. 주거환경에서 전셋집에서 사는 경우가 갱년기 증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 =2.89, P =0.038) 종교면에서는 무교나 불교인 경우가 기독교나 천주교보다 증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

났다.(F =4.18, P =0.007), 출산횟수가 많은 군에서 갱년기 증상호소가 심했다(F =2.66, P =0.043).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갱년기 증상호소와 우울과는 상관이 있음으로 갱년기 클리닉에 찾아와 갱년기 증상을 호소하는 여

성의 건강관리, 간호상담시에 간호사는 사전에 우울도 사정할 것을 제언한다.

2.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중년여성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를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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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 , Hy ang Mi

Jung , Hy ang Mi:Kou ean W om en ' s Nur sin g A cademic S ociety M emb er of Kyung Nam

and Pu san Region s

T his study w as done for the purpose of analy zing the relation ship betw een m enopau sal

symptom s and depression .

Data w ere collected by a questionnair e from Nov ember 28 to December 30, 1995.

T he subject s w ere 134 w om en betw een 40- 61 year s of age.

T he in strum ent s used for this study w ere T he Menopau sal symptom scale by Neugartom

and Depression scale by Zung .

T he result s of the study w ere as follow s.

1. Mean score of m enopausal symptom s w as 1.59. Mean score order s of experienced

symptom s w ere "Rack pain and joint pain "(2.02), "General w eakness"(1.98),

"Nerv ou sness"(1.96).

T he m ost ser iou s m enopau sal symptom w as psychosom atic symptom .(1.88)

T otal score order s of experienced symptom s w as 27.9 and ov er 90.3% of w om en

complained m enopau sal symptom .

2. Mean score order s of depression w as 39.13. It w as norm al range of depression . 85.1% of

the w om en w ere norm al range of depression and 14.2% of w om en mild depression .

3. T he relation ship betw een m enopau sal symptom s and depression w as statistically

significant (r =0.5307, p =0.000).

When the relation ship am ong three dim en sion s of m enopau sal symptom s w ere explored the

psychosom atic symptom (r =0.4090, P =0.000), Phy sical sympt om (r =0.319, P =0.000), Phy sical

symptom (r =0.319, P =0.000) w 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

4. General charact er istic v ariables w ere significantly r elated to the lev el of m enopau sal

symptom s as follow s ; environm ent of living (F =2.89, p =0.038), r eligion (F =4.18, P =0.007), tim 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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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bir th (F =2.66, p =0.043).

T he analy sis of this study have implication for m anagem ent of middle aged w om en ' s

health , to solv e the nur sing problem s, and t o prev ent and reliev e clim acteric symptom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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