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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여성의 갱년기 증상과 영적 안녕에

관한 연구

김 미 향

Ⅰ . 서론

1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일반적으로 중년기는 인간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인생의 전환점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특

히 여성의 경우 폐경 (m en opau se) '이라는 생리적 현상과 함께 이에 따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다양한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는 시기이기도 한다. 즉, 생리적으로 폐경이라는 발

달위기 과정을 겪고, 자녀양육의 짐을 덜게 되면서 사회와 가정에서의 역할과 관련하여 가

정에서만 안주했다 는 압박감, 모든 인생이 남편과 자녀들에 의해 지배되었다 는 생각에서

오는 공허한 둥우리증상 (empty n est syn drom e) ' , 그리고 왜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에

대한 죄책감, 부적절감 등의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Kizilay , 1992).

이와 같이 중년여성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역할과 신체적 변화로 인한 갱년기를 맞이하여

생의 주기 중 현저하고 급격한 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흔히 40∼50대의 중년기에 이르

면 여성들은 위기를 맞이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생리적·신체변화, 그리고 역할·가치

체계의 변화가 초래하는 위기상황은 각 개인의 삶·건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생

명력 (vit al force)이며, 영적 안녕 (spiritu al w ell- being )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간호의 현대개념은 전인간호이다 (전산초, 1984). 전인간호에서는 간호대상자를 이해할 때

총체적 관점의 인간으로 이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인간은 마음, 신체, 사회, 문화, 그리

고 영적인 영역을 갖고 있으며, 각 영역의 욕구가 충족되기를 원한다. 따라서 인간의 욕구는

이러한 영역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정정숙, 1994).

최근 여성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여성건강을 여성의 입장에서 조망하고, 여성건

강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있다. 즉, 총체적인 건강개념에 안녕감

(W elln ess )을 중요한 요소로 포함한다는 것이다. 중년여성들의 갱년기 증상호소가 영적 안

녕 (Spiritu al w ell- bein g )에 따라 완화되거나 심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면, 중년여성

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적절한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중년여성에 관한 연구는 발달현상에 따른 태도변화, 갱년기 증상호소, 갱년기 우

울, 폐경경험 등에 집중되었고, 최근에는 건강증진 생활양식, 자아 효능감, 생활 만족감 등을

관찰하려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영적 안녕이 중년기에 경험하는 정신·신체

적, 신체적, 심리적 갱년기 증상과 관계가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중년여성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예방적 간호중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연구목적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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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년여성의 갱년기 증상정도를 파악한다.

2) 중년여성의 영적 안녕 상태를 파악한다.

3) 중년여성의 일반적 특성 및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갱년기증상과 영적 안녕의 치이를

파악한다.

4) 중년여성의 영적 안녕과 갱년기증상의 관계를 파악한다.

2 . 용어의 정의

1) 중년기 여성

생의 발달단계에서 청년기와 노년기의 중간시기에 있는 여성으로 본 연구에서는 40대에서

59세까지의 여성으로 정의한다.

2) 갱년기 증상

갱년기는 노화과정의 한 단계이며, 생식 주기상으로는 생식기에서 비생식기로 전환되는

인간개체 생애의 이행기로 폐경을 전후한 중년여성의 나이 40∼60세 혹은 45∼65세에 해당

한다. 본 연구에서 갱년기 증상은 폐경 전후에 경험하는 신체적, 정신적 및 심리적 증상으로

문헌고찰과 심층면접유형을 통해 수정 보완된 22문항을 의미한다.

3) 영적 안녕 (Spiritu al W ell- bein g )

본 연구에서 영적 안녕 은 인간의 영적 본성을 최대한으로 개발시키는 능력으로 총체적인

면에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의 원리이며, 절대자 (신), 자신, 이웃, 환경과의 관계에서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여, 인간의 내적 자원이 총제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정의한다.

Ⅱ . 이론적 배경

1 . 중년기 여성의 발달적 특성과 갱년기 증상

본 연구는 중년기 여성의 건강증진에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중년기 여성이 부담하고 있

는 갱년기 증상호소를 영적 안녕을 통해 완화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연구목

적이다. 따라서 중년기 여성과 갱년기 증상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년기 여성은 생의

발달단계에서 청년기와 노년기의 중간시기에 있는 여성을 지칭하며, 연령상으로는 대개 4

0∼50세(Erick son ), 혹은 35∼60세 (Hav ighur st )에 해당한다 (윤진, 1988). 중년기 여성은 가정

이나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자녀가 성숙함으로써 부모로서의 역할에 변화

가 있고, 배우자로부터의 욕구변화가 있으며, 성취해야할 것과 성취한 것 사이의 기대차이로

인한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 중년기 여성은 일반적으로 다

음과 같은 발달관계를 갖는다고 한다 (박예숙, 1997).

첫째,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만족을 발견하고 배우자와 함께 하는 활동을 즐기며

일체감과 지속적인 친밀감을 발전시킨다.

둘째, 성숙하고 책임있는 사회인으로 자신이나 가정의 범위를 초월하여 여러 가지 문제에

시간노력 및 자원을 투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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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노년의 부모와의 역할이 역전되므로 노인과 성년 사이에서 완충역할을 하고 부모의

죽음에 대비해서 정서적 준비를 하는 때이다.

넷째, 여가시간을 배우자나 타인과 같이 보내면서 적극적인 활동과 오락, 봉사 목적에 균

형을 이루어 간다.

다섯째, 생의 철학과 그가 믿는 종교에 대해 안정된 자세나 자신의 영적세계를 구축하여

야 한다.

한편, 중년기 여성은 많은 생리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즉, 생식주기상으로 생식기에서

비생식기로 전환되며, 노화과정의 한 단계인 갱년기(Clim ateric)를 맞게 된다.

우라나라 중년여성의 50% 이상은 갱년기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그 절반 정도의 사람들

이 갱년기 증상 때문에 의료적인 도움을 찾고 있다. 그러나 갱년기 증상은 그 원인이 명백

히 규명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적절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며, 여성들이 갱년기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수자 등, 1986 ; 김연화, 1987).

일반적인 갱년기 증상으로는 홍조, 발한과 야간발한, 수면곤란, 피로감, 어지러움, 빈맥, 신

경과민, 두통, 관절이나 근육과 뼈의 동통, 사지가 저린 것, 우울 등으로 호르몬 변화, 신진

대사의 변화, 그밖에 감각기관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증상들은 개인의 생활에 큰

영향을 줄만큼 크지는 않지만 여성들을 괴롭게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가사와 양육에

치중했던 관심을 대치할 관심사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우울증(empty n est

syndrom e)도 있다 (박예숙, 1997).

이상과 같은 중년기 여성의 갱년기 증상은 생리적인 면에서 호르몬의 불균형인 에스트로

젠 결핍이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기전은 에스트로젠에 의한 동맥변화 때문인 것

으로 생각되고 있다. 현재 호르몬대치요법 접근 방식에 따라 갱년기 증후군, 골다공증 및 심

혈관계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적이므로 전 폐경기 여성에서 호르몬대치요법을 시행하

자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영진 등, 1996).

여성의 갱년기 증상은 폐경과 함께 신체적, 정신적인 변화, 심리적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처방도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다. 그 원인을 주로 생리적인 면에

두고 호르몬 대치요법을 적용하거나, 사회 심리적인 요인에 비중을 두고 갱년기 증상과 관

리에 심리적 요법과 정신적지지 및 사회 환경적 요소의 고려 등을 시도하기도 한다.

N ov ak (1975)은 갱년기 장애의 원인은 호르몬 평행유지의 변화라고 할 수 있으나 사회 심

리적 요인이 더 큰 문제가 되다 고 한 바 있고, H argreav es (1975)도 약물치료보다 갱년기

에 대한 지도와 격려, 환경요소의 배제가 갱년기 적응에 도움이 된다 고 하였다.

중년기 여성의 갱년기 증상에 따른 정서 심리적 문제는 역할의 변화, 자녀와의 관계변화,

자기실현의 미완성 등과 연결되어 많은 스트레스와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요인들을

극복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평온하게 건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갱년기 증상

이 나타났다고 하여 노인기가 아님을 주지시켜 줄 필요가 있으며, 자녀양육의 책임에서 벗

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실현의 기회를 가져 적극적인 생활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

러한 배려는 가족, 주위사람, 혹은 사회의 격려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심리적 갈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랑의 대상을 자녀에게서 배우자, 친구, 혹은 종교활동 및 지금가

지 제한되었던 인간관계나 행동반경을 넓히고, 취미생활과 자원봉사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

여 자기 실현의 기회를 갖도록 해야할 것이다.

2 . 영적 안녕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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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영적 안녕이 중년기 여성의 갱년기 증세의 자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

인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영적 안녕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연구의 결과와 그

에 대한 해석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영적 안녕의 개념에서는 인간의 영 (靈)적 차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영에 대해

서는 과학적인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그 개념은 신학, 종교, 주술적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

고, 간호학에서는 그러한 영역들에서 형성된 영의 개념을 도입하여 간호 중재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시도되고 있다.

1) 영 (靈)의 개념

영 (靈, Spirit )에 대한 사전적 의미(파스칼 세계 대백과 사전, 1996)는 인간을 살리고 정신

적 활동을 관장하는 원리로 상정된 것으로 영혼 또는 혼 이라고도 한다. 육체와 사물에서

독립한 원리로서 영의 관념은 근대의 실증과학에서는 부정되었다. 그러나 많은 종교에서는

독립된 실체로서 영의 존재를 인정하여 가르침의 근본으로 삼고 있다. 영의 관념은 극히 포

괄적이고 유동적인 것이나 일반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생명체

를 유지하고 움직이는 원리로서의 영이며, 생명령(生命靈)이기도 한다. 이것은 무 개성적이

고 비 개별적인 것이며, 인간에게는 특히 호흡과 피, 그림자 등과 결부되었다. 히브리어

ru aph 등의 영을 나타내는 말이 바람과 호흡을 어원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도 여기에 그 배

경이 있다.

다른 하나는 육체 속에 있으면서 정신활동을 일으키는 원리로서의 영으로 개체령 (個體靈)

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감정·의지·인식을 지배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개별적·개성적

이며 육체에서 독립된 원리로서 육체를 떠나거나 육체가 멸망한 뒤에도 존속할 수 있는 힘

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진다. 산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영으로서 생령 (生靈), 사령(死靈), 조

령 (祖靈), 정령(精靈) 등의 관념은 이러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인간은 빙의 (憑依)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이 영의 영향 아래 놓여 있으며, 반대로 의례 (儀禮)나 직능자 (職能者)를 통해서

영을 조작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사물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미래와 신의도 알 수 있다고 믿

는 사람이 있다.

영에 대한 관념은 지역과 시대에 따라 크게 다르고 제각기 문화적으로 특징을 이루고 있

다. 아프리카에서는 영혼이 만물에 존재한다는 애니미즘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생명령과 혼

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산사람에게는 지성과 의지를 관장하는 혼이 생명령을 지배하고

있으나, 죽음과 함께 양자는 없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영혼을 육체에

머무르는 보이지 않는 실체로 인식하였으며, 영혼은 인간과 신에 존재하는 것이고 힘과 용

기의 원천으로 보았다. 인간이 죽은 뒤 영혼은 육체를 떠나 지하의 세계나 사막을 떠돌다가

위험을 만나면 육체가 있는 것으로 돌아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미이라를 만들어 육체를 보존

하는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영혼만이 진정한 자기이고 지(知)와

선 (善)의 주체라는 주장을 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영은 신이 만든 것이고, 신처럼 불멸의 것

이라고 하였다. 그리스도교에서는 그리스문화의 영향으로 영혼의 신앙이 생겼으며, 영과 육

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활한다고 보고 있으며, 불교에서도 무아설 (無我說)의 입장

에서 영혼과 육체를 구분하는 이원론의 입장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모든 종교는 중세 이후

영혼불멸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다.

간호학에서는 간호증진에 영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영의 여러 측면

중 정신활동을 일으키는 원리로서의 個體靈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학자마다 종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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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의 차이로 인해 영에 대한 관념은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W at son (1988)은 영과 내적

자아를 동등하다 고 하였고, 자아인식의 큰 느낌, 고도의 의식, 내적인 힘, 인간의 능력을 팽

창시킬 수 있는 일상적 자신을 초월하도록 하는 힘과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형성된 영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Bank s (1980)는 영적 영역

을 첫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역을 통합하는 통일된 힘. 둘째, 인간으로 하여금 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 인간의 삶이 성취되게 하는 내적인 힘. 셋째, 개인을 초월하여 개인과

신 (神)의 관계에서 궁극적인 관심 또는 우주적인 힘과의 유대감 형성. 넷째,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개인의 의지와 신앙 형성 등의 4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기

독교적인 영혼의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종교적 배경에 따라 학자간의 영에 대한 관점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간

호학자들간에는 인간의 신체, 정신, 영은 상호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특히 영은 전

신 (w hole body )을 관장하고 치유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에 대한 관념을 인본주의적 사고에 바탕을 둔 W at son (1988)의 자아개념

보다는 Bank s (1980)의 포괄적 영적 관념에 바탕을 두고자 한다. 그 이유는 오늘날 우리나라

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나 불교 등과 같은 종교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영적 가호실

무는 그러한 종교적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 영적 안녕의 이해

Soeken과 Carson (1987), 그리고 Burkhardt (1989)에 따르면 영적 안녕 이란 인간의 영적

본성을 최대한으로 개발시키는 능력이며, 총체적인 면에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의 원

리이다. 영적안녕은 절대자 (신), 자신, 이웃,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인간의 내적자원이 총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라고 한다.

영의 개념을 인간의 내적 자아로 규정한 W at son (1986)의 견해에 따르면, 건강은 마음, 신

체, 영혼의 조화 또는 통일이고, 아픔은 마음, 신체, 영혼의 부조화 혹은 내적자아의 불일치

로 이것이 지속될 때 질환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은 영적 안녕은 건강한 삶의

영위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나타내고 있다.

영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견해들에서도 영적 안녕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강조된다. Chapm an (1986)은 영적 건강을 인간이 신 (神)과의 바른 관계를 가짐으로서 평안해

지며, 삶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기본적인 목적을 설정하고, 사랑과 기쁨, 평화를 누리며 성

취하는 것을 배우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최대한의 잠재성을 성취하도록 하는 능력을 갖는

것이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Bank s (1988)의 영적 안녕개념과 일치된다. 본 연구의 이러한 입장은 종교

적 안녕과 실존적 안녕이 모두 정신신체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견해들에

바탕을 두고 있다.

3) 영적 안녕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영적 안녕이 건강관련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의 여부

를 검토한 연구들이 다수 있었다. 선행연구들의 유형을 살펴 보면, 암환자의 영적 상호작용

및 기독교 신앙성숙정도에 관한 연구(민순, 1988 ; 전수진, 1988 ; 한영란, 1986), 입원환자나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김강미자, 1985 ; 강정호, 1996 ; 김은주, 1983 ; 김태희, 1986 ;

정정숙, 1990) 등으로 질환을 가진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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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해 건강한 일반성인 혹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영적 안녕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

러한 연구의 예로 일반성인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미향(1997), 정정숙 (1994), 진은희

(1991)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대부분 영적 간호중재가 환자에게 불안감이나 신뢰감

등의 표현력을 증진시키고 신체적 불편감 호소를 감소시켰다는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일반성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영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주관적이고 지각하는

건강상태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인 중년기의 여성은 입원환자가 아니며, 갱년기 증상을 호소할 수

있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건강한 성인으로 보기 어려운 독특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영

적 안녕이 간호중재의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발표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같이 영적

안녕이 중년기 여성의 갱년기 증상호소의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얻게 된

다면, 중년여성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Ⅲ . 연구방법

1 . 연구설계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영적 안녕이 중년기 여성의 갱년기 증상호소를 완화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영적 안녕정도와 갱년기 증상호소정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를 다음과 같은 기준하에서 선정하였다.

첫째, 40세에서 59세의 여성일 것.

둘째, 결혼하여 1명 이상의 자녀를 분만한 경험이 있는 여성일 것.

셋째, 연구기간 현재, 심한 질병으로 인한 입원치료나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것.

위의 기준에서 첫 번째 기준은 중년 여성만을 선정하기 위한 것이며, 두 번째 기준은 본

연구가 생리적 처방보다는 심리적 처방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성장하여 자녀양

육의 역할 변화로 심리적 갈등문제를 경험한 여성을 선정하고자 한 것이며, 세 번째 기준은

입원환자의 경우 현재 느끼고 있는 증상이 질병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갱년기증상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하기 어렵고,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을 경우 갱년기 증상을 자각하지 못할 가

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태에서 갱년기 증상을 자각하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기 위

한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전라남도 순천시의 인구밀집도가 높은 10개동을 선정하고 여기에 거

주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행하였다. 조사기간은 1997년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

지이다. 설문지는 본 연구의 목적 및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돕고자한 7명의 중년여성들과

본 연구자가 각종 모임이나 종교단체 등을 방문하여 직접 설문지에 대해 설명하고 배부 및

회수하였다. 배부된 총 350부의 설문지 중 290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응답이 불충분한 경

우는 제외하고 총 264명 (91.0% )의 설문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2 .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9문항으로 구성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현재의 월경상태 파악 및 건강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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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특성 4문항, 갱년기증상호소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22문항, 영적 안녕 상태에 관한 20문항

이다.

1) 갱년기 증상 측정도구

갱년기 증상 측정도구는 연구자가 개발한 3개 영역(정신신체적 증상 6문항, 신체적 증상

9문항, 심리적 증상 7문항)의 22개 문항이다. 도구개발과정은 다음과 같다.

Neug arton (1965)이 개발한 갱년기 증상 3영역의 25문항을 기본적인 틀로 삼았다. 여기에

선행연구도구(권숙희 등 1996, 지성애 1983, 이경혜 등 1992, 정은순 1997)에서 시도한 바와

같이 설문대상자와의 심층면접을 통해 기본틀을 수정하였다. 심층면접과정에서는 각 연령수

준의 기혼여성 4명씩을 선정하고 그들에게 중년 여성의 역할 변화에 따른 정신적 갈등, 신

체적 변화에 관련한 갱년기 증상경험, 심리적인 상태, 종교와 관련한 영적 안녕 등의 내용

등을 묻고 답변을 듣는 개방식 질문방법을 적용하였다. 이 때 대상자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대상자의 집을 방문하여 특별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대화하는 형태로 50∼60분 정도

면담하였다.

갱년기 증상의 정도는 전혀 경험하지 않음 (0점), 아주 경하다 (1점), 경하다 (2점), 보통

이다 (3점), 심하다 (4점), 아주 심하다 (5점) 등 6개 구간으로 세분하였다. 전체 22개 문항에

대한 점수는 최고 110에서 최저 0점까지 분포하게 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갱년기 증상이 심

한 것을 의미하게 된다.

갱년기 증상 측정도구의 신뢰도 측정치인 Cronbach ' s α값이 0.92로 나타나 측정 문항에

대해 설문대상자들이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영적 안녕 상태 측정도구

영적 안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영적 안녕 척도는 Palout zian & Ellison (1982)에 의하여

개발된 것으로 정정숙 (1994)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일 종교적 용어에 국한된 것을 수정

하여 사용하였다. 수직적 차원의 종교적 안녕감 (10문항)과 수평적 차원의 실존적 안녕감 (10

문항)으로 삶의 의미, 목적 및 가치와 관계된 만족을 나타내는 2차원으로 구성되어있다. 총

20문항 중 9개의 부정문항과 11개 긍정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정문항은 점수를 역으로 환

산하였고, 항상 그렇다(4점), 대체로 그렇다 (3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로 4점척도이다.

영적 안녕 점수는 종교적 안녕감과 실존적 안녕감을 포함한 점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

적 안녕 상태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영적 안녕 측정도구의 신뢰도 측정치인 Cronbach ' s α값이 0.91로 나타나 측정 문항에 대

해 설문대상자들이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하고 있는 거으로 본다.

3 .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PC을 이용하여 서술적 통계치로 검정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관련특성에 대해 기술통계를 제시하였다.

갱년기 증상과 영적 안녕 정도는 ANOVA , t - t est를 이용하여 검증하였으며, 갱년기증상과

영적 안녕 정도와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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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본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표본은 전남 순천지역에 거주하는 40세에서 59세까지의 중년여성이므로 연구결

과를 인과관계의 설명이나 확대하여 해석하는 데에는 제한성이 있다.

또한, 영적안녕 정도에 대한 측정도구가 종교적 안녕감과 실존적 안녕감 등과 같이 관념

적 측면으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Ⅳ . 연구결과 및 고찰

1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갱년기증상과 영적 안녕의 차이

본 연구 대상자의 연령분포는 81.0%가 40- 49세 군으로서 일반적으로 갱년기 증상을 경험

하게 되는 연령이었고, 교육정도는 43.9%가 고졸수준으로 많았으며, 직업을 가진 경우는

38.6%이었다. 종교를 가진 대상자는 78%로 많았고, 결혼기간은 16- 20년 35.2% , 21- 25년

33.3%, 30년 이상은 4.5%로 나타났으며, 자녀수는 2- 3명이 76.5%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갱년기증상호소 정도의 차이와 영적안녕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 표 1> 에 나타나있다. 갱년기 증상호소는 연령, 결혼기간, 자녀수, 가족의 총 월수입 및 여

가시간 활용과 관계되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연령과 자녀수가 많을수록 갱년기 증상 호소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출산횟수가 많을

수록 폐경증상을 심하게 경험한다고 주장한 A chte (1970)이나 차영남 등 (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된다. 학력이 높을수록 갱년기 증상호소는 낮았다. 이는 권숙희 등 (1996)의 연구와 일치

하고 있다. 배우자의 유무에 따른 갱년기 증상호소 정도의 차이는 없었다. 가족의 소득수준

이 낮을수록 갱년기증상호소가 높게 낮다. 이는 A chte (1970),M orse (1980)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갱년기 증상과 관계된다는 주장과 일치되며, 권숙희 등 (1996)도 월수입과 주거환경이

양호할수록 증상호소가 낮다고 한 바 있다.

영적 안녕 정도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영적 안녕이 높게 나타났다. 종교, 자녀수가

적을수록, 그리고 가족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영적 안녕이 높았으며, 여타의 방법보다 종교

활동을 통한 여가활용을 하는 경우에 영적 안녕이 높았다. 종교 중에서는 기독교와 천주교

의 경우가 영적 안녕이 높았다. 이미라 (1994)는 종교가 있는 여성이 갱년기에 잘 적응하며,

폐경을 계기로 신앙에 더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 바 있다. 최상순 (1990)은 종교가 있는

여성이 영적 안녕이 높다고 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갱년기 증상과 영적안녕 차이 N :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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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성 구 분 실수(%)
갱년기 증상 영적 안녕

M (SD) t or F (p) M (SD) t or F (p)
연령(세) 40∼44 126(47.7) 1.42( .92)

5.17

( .002)

2.99( .58)
1.68

( .170)
45∼49 88(33.3) 1.62( .92) 2.86( .59)
50∼54 39(14.8) 1.93( .83) 2.82( .55)
55∼59 11( 4.2) 2.23(1.01) 2.71( .51)

교육정도 무학 3( 1.1) 1.39(1.21)

1.93

( .106)

2.96( .85)

3.01

( .018)

국졸 43(16.3) 1.86( .82) 2.75( .57)
중졸 64(24.2) 1.73( .86) 2.87( .59)
고졸 116(43.9) 1.48( .99) 2.89( .57)
대졸이상 38(14.4) 1.44( .93) 3.18( .49)

본인직업 유 102(38.6) 1.55( .94) .428

( .513)

2.84( .61) 2.22

( .137)무 162(61.4) 1.63( .93) 2.95( .55)
종교 기독교 97(36.7) 1.49( .87)

2.31

(0.76)

3.28( .50)
61.19

( .000)
불교 51(19.3) 1.86( .90) 2.57( .41)
천주교 58(22.0) 1.67( .99) 3.09( .47)
없음 58(22.0) 1.46( .98) 2.39( .32)

결혼기간(년) 10∼15 36(13.6) 1.20( .92)

4.23

( .002)

2.98( .57)

1.61

( .172)

16∼20 93(35.2) 1.52( .91) 2.98( .56)
21∼25 88(33.3) 1.63( .93) 2.90( .61)
26∼30 35(13.3) 1.93( .82) 2.75( .53)
30이상 12( 4.5) 2.17( .98) 2.68( .50)

자녀(명) 1 9( 3.5) 1.35( .76)
3.08

( .028)

2.93( .56)
3.70

( .012)
2 112(42.4) 1.76(1.04) 3.00( .54)
3 90(34.1) 2.16(1.00) 2.91( .61)
4 이상 53(20.0) 2.13(1.11) 2.69( .53)

배우자 상태 유 244(92.4) 1.58( .92) 1.06

( .290)

2.92( .56) .813

( .417)무 20( 7.6) 1.81(1.02) 2.81( .72)
가족총월 100미만 25( 9.5) 1.81( .83)

3.07

( .017)

2.69( .59)
2.96

( .020)
100∼150미만 74(28.0) 1.85( .84) 2.91( .51)
150∼250미만 89(33.7) 1.51(1.00) 2.85( .55)
200만원이상 76(28.8) 1.37( .91) 3.05( .63)

여가시간 취미생활 84(31.8) 1.41( .95)
2.47

( .045)

2.74( .48)
23.01

( .000)
종교활동 104(39.4) 1.66( .85) 3.25( .49)
자원봉사 15( 5.7) 1.47(1.12) 2.98( .61)
기타 61(23.1) 1.79( .96) 2.53( .50)

2 .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갱년기 증상과 영적 안녕의 차이

<표 2> 에는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갱년기 증상호소정도의 차이와 영적 안녕의 차이가 나

타나 있다.

건강관련 특성 중 현재 질병치료 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지 않는 정도의 질병치료에

한정하였으며 입원치료의 경우는 제외되었다. 질병치료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전체 표본의

26.9% (71명)이었으며, 질환의 유형별 분포는 피부질환 6명, 관절염 14명, 요통 6명, 당뇨 4

명, 갑상선질환 6명, 심장병 4명, 고혈압 9명, 소화기계 14명, 부인과질환 5명, 신장질환 3명

으로 나타났다.

과거의 수술경험 이 있는 사람은 전체 표본의 37% (98명)이며, 수술의 유형은 제왕절개술

16명, 인공유산 9명, 자궁외임신 4명, 자궁내막증 2명, 충수 절제술 19명, 담낭제수술 4명, 영

구피임을 위한 복강경수술 14명, 전자궁적출술 10명, 난소낭종 3명, 기타요인 17명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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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현재 월경상태 는 규칙적인 생리가 60.6% (160명), 불규칙한 생리가 20.1% (53명), 폐경의

경우가 19.3% (51명)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검증되지 않았으나 전자궁적축술 등으로 인

한 인공폐경을 맞은 대상자는 스트레스나 우울증을 심하게 경험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기미

영 1986 ; 유문숙 1993 ; 장순복 1989, 1990).

폐경시작 연령 중에서 최연소는 36세(전자궁적출술로 인한 인공폐경)이었으며, 최고령은

57세 (자연폐경)이었다. 가장 빈도가 높은 폐경 시작 연령은 46- 50세 (58.8% )이었다.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갱년기증상의 차이를 살펴보면 현재 질병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우보다 갱년기증상호소의 정도가 높았으며, 과거 수술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보다 갱년기증상호소가 높았다. 또한 폐경 혹은 불규칙한 사람의 경

우가 규칙적인 사람의 경우보다 갱년기증상호소가 높았다. 그러나 폐경을 맞은 사람들 중에

서 폐경연령의 시작은 갱년기증상호소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영적 안녕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현재질병치료의 유무, 과거

수술경험유무, 현재의 월경상태 등에 따라 영적 안녕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폐경시작 연

령에서는 45세 이하에 폐경을 경험한 경우가 영적안녕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갱년기 증상과 영적안녕 차이 N = 264

특 성 구 분 실수(%)
갱년기 증상 영적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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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질병치료

유 71(26.9) 1.98(0.97) 4.15
(0.000)

2.81( .57) .577
( .565)무 193(73.1) 1.45(0.88) 2.92( .58)

과거
수술경험

유 98(37.1) 1.80(0.94) 2.70
(0.007)

2.93( .59) .407
( .685)무 166(62.9) 1.48(0.91) 2.90( .57)

현재
월경상태

규칙 160(60.6) 1.40(0.87)
9.82

(0.000)

2.94( .59)
.503

( .605)불규칙 53(20.1) 1.80(1.05) 2.87( .56)
폐경 51(19.3) 1.99(0.82) 2.86( .56)

폐경
시작연령(세)
(N :51)

45세 이하 12(23.5) 1.72(0.85)
0.84

(0.437)

3.10( .41)
3.29

( .046)46∼50세이하 30(58.8) 2.05(0.75) 2.87( .60)
51세 이상 9(17.7) 2.13(1.02) 2.49( .47)

3 . 대상자의 갱년기 증상과 영적 안녕 상태

대상자가 갱년기에 호소하는 증상을 각 문항과 정신·신체적 증상, 신체적 증상, 심리적

증상의 3영역으로 살펴보았다<표 3> .

<표 3> 갱년기 증상의 문항별 평균 평점. N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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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문 항 M (SD)

정신 신체적 피부감각이 이상하다 .96(1.38)

증상 이유없이 심한 피로를 느낀다. 2.25(1.55)

팔, 다리가 쑤신다 2.60(1.52)

가슴이 두근거린다 1.95(1.53)

어지러움증이 있다 (현기증) 1.76(1.51)

건망증이 심하다 (기억력감퇴) 2.30(1.58)

M (SD) 1.97(1.05)

신체적 증상 열이 가슴에서 얼굴위로 치밀어 오른다 1.47(1.60)

진땀이 난다 1.04(1.40)

머리가 아프다 2.14(1.56)

식욕이 없다 1.16(1.36)

변비증이 있다 1.39(1.52)

소화가 안된다 1.66(1.49)

손,발이 차다 1.75(1.68)

귀에서 소리가 난다 .79(1.27)

청각장애 .53(1.06)

M (SD) 1.32( .89)

심리적 증상 신경이 예민하다 2.41(1.60)

불면증이 있다 1.31(1.48)

우울하다 1.62(1.43)

무엇에 집중할 수 없다 1.52(1.45)

울기를 잘한다 1.56(1.49)

불안하다 1.60(1.51)

숨이 막히는 것 같다 1.30(1.51)

M (SD) 1.62(1.11)

갱년기 증상 M (SD) 1.60( .93)

각 문항별 평균 평점은 최고 2.60에서 최저 0.53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최대 평점

5점에 대해서 전체 평균 평점은 1.60점으로 권숙희 등(1996) 연구 1.59점과 거의 일치하였다.

갱년기 증상호소의 각 문항별 점수순위에 정신·신체적 증상의 팔, 다리가 쑤시는 신경

통 이 2.60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심리적 증상의 신경이 예민하다 가 2.41의 순으

로 나타났다. 신체적 증상에서의 갱년기 증상호소 점수는 대부분 낮아 1.32점이며, 이 영역

에서 가장 대두되는 호소는 머리가 아프다 (2.14점)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갱년기 증상은

신체적 증상보다도 정신·신체적 증상이나 심리적 증상이 약간은 심한 것을 알 수 있고, 대

부분의 중년여성들은 갱년기 건강문제를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성애 (1983) 연구,

이강오 등 (1987), 차영남 등 (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 현상을 볼 수 있다. W ilbur , H olm과

Dan (1992)은 30%미만의 여성에게서 혈관계증상 (홍조, 발한)이 나타나고, 50%이상에서 피로,

불안정, 긴장, 우울 등의 정신적 증상이 나타나며 성욕감소 등의 증후나 관절통 혹은 요통

같은 일반적 건강관련 증후가 종종 나타난다고 하였다 (김애경 1997). 이러한 증상들을 감소

시키기 위해서 여가를 갖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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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갱년기 증상호소 총점의 평균점수는 <표 3- 1> 과 같다. 대상자의 95.8%가 37점

이상의 점수를 나타내어 중년기 여성의 95%이상이 한가지 이상의 갱년기 건강문제를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보며 이는 권숙희 등 (1996)의 연구결과(60점 환산 : 27.90점)와 비슷하다.

<표 3- 1> 갱년기 증상 점수 N =264

구 분 실수 (%) M (SD)

0∼36 141(53.4)

35.20(20.61)37∼73 112(42.4)

74∼110 11( 4.2)

대상자의 영적 안녕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종교적 안녕과 실존적 안녕으로 구성된 총 20

문항을 4점 척도로 측정한 각 문항별 평균 평점은 <표 4>와 같다. 종교적 안녕감을 2.76,

실존적 안녕감은 3.04로 평균평점을 나타내어 대상자들이 신과 관련된 종교적 안녕보다 삶

의 목적 및 삶의 만족과 관계된 실존적 안녕에 대해 더 높은 안녕감을 보였다. 이는 대부분

의 선행연구 (김미향, 1997 ; 정정숙, 1994 ; 최상순, 1990)에서 종교적 안녕보다 실존적 안녕

이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경향과 일치한다.

일반성인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최상순 (1990)의 연구에서는 최대 평점 6점으로 환산하

여 종교적 안녕은 87, 실존적 안녕은 4.24로 나타났다.

각 영역에 포함된 문항에 대해 평균 평점을 비교해보면 종교적 안녕과 실존적 안녕의 부

정문항에서 일반적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년여성들이 자신의 정체감이나 인생

의 후회스러운 감정, 공허한 느낌 등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중년

여성들에게는 정신적, 신체적 변화에 따른 현상을 자연스럽게 맞이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

이도록 하는 심리적 지지와 간호중재와 같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본다.

<표 4> 영적 안녕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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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문 항 M (SD)

종교적 나는 신과의 개인적인 기도에서 만족을 얻지 못한다 2.70(1.05)
안녕 나는 신이 나를 사랑하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 2.91(1.09)

나는 신이 인간적이라고 생각지 않으며 나의 일상상태에 관심이 없 2.92(1.00)
다고 믿는다

나는 신과 개인적으로 의미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2.55(1.06)
나는 신으로부터 개인적인 힘과 지지를 많이 얻지 못한다 2.78(1.01)
나는 신이 나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2.70(1.05)
나는 신과의 만족스러운 관계를 갖지 못했다 2.70(1.05)
나와 신과의 관계는 나로 하여금 외롭지 않게 느끼도록 도와준다 2.76(0.96)
나는 내가 신과 함께 있을 때에 가장 만족스럽게 느낀다 2.64(1.01)
나는 신과의 관계를 가짐으로써 안녕감을 갖는다 2.89(0.96)
M (SD) 2.76(0.81)

실존적 나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혹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 3.05(0.98)
안녕 나는 삶이 긍정적인 경험이라고 믿는다 3.02(0.82)

나는 나의 장래가 안정되어 있지 않다고 느낀다 3.14(0.91)
나는 나의 삶에 꽤 충실하고 만족스럽게 느낀다 2.93(0.82)
나는 나의 삶이 가고있는 방향에 대하여 안녕감을 느낀다 2.93(0.81)
나는 삶을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다 3.12(0.86)
나는 나의 장래를 좋게 본다 3.10(0.69)
나는 삶이 갈등에 가득 차 있고 불행하다고 느낀다 3.23(0.80)
삶이 많은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다 2.81(0.89)
나는 나의 삶에 어떤 참 목적이 있다고 믿는다 3.80(0.79)
M (SD) 3.04( .54)

영적안녕 M (SD) 2.91( .58)

4 . 월경상태에 따른 갱년기증상과 영적 안녕의 영역별 차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 중년여성들의 갱년기 증상호소와 영적 안녕 정도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중년기 여성에게 생리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월경상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여기에서는 현재의 월경상태 를 기준으로 갱년기증상과 영적 안녕의 영역별 차이를 검

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 월경상태에 따른 갱년기 증상과 영적 안녕의 영역별 차이

구 분 영 역
규 칙 불규칙 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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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년기 증상 정신신체적 증상 1.79(1.04) 2.22(1.08) 2.29(0.90) 6.52(0.002)
신체적 증상 1.12( .81) 1.55(1.01) 1.72(0.84) 11.7(0.000)
심리적 증상 1.43(1.05) 1.77(1.30) 2.07(0.95) 7.12(0.001)

영적 안녕 종교적 증상 2.76(0.86) 2.75(0.79) 2.77(0.69) 0.01(0.998)
실존적 증상 3.10(0.52) 2.97(0.55) 2.93(0.58) 2.32(0.100)

갱년기 증상의 3영역(정신신체적 증상, 신체적 증상, 심리적 증상)에서 폐경상태의 중년여

성들의 경우가 갱년기 증상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 또한 폐경상태의 경우보다는 낮지만 불

규칙한 경우가 규칙적인 경우보다 갱년기 증상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 정은순 (1997)의 폐경

전기군과 폐경후기군간의 폐경증후군 연구에서도 폐경상태인 폐경후기군에서 높게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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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일치되고 있다. 월경이 규칙적인 대상자들은 신체적 증상의 호소가 가장 낮게 나타

났고, 폐경이 가까운 불규칙적인 대상자들에는 정신신체증상이 다른 두 영역에서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신체 변화에 따른 심리적불안과 위축감이 정신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난 결과

로 추측된다. 특히 폐경상태의 대상자들에게 가장 호소가 높은 것은 정신신체적 증상으로

박난주(1988), 최양자 (1989), 정은순 (1977)의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보였다.

영적 안녕 영역 중 종교적 안녕의 경우 현재 월경상태에 따른 안녕감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실존적 안녕의 경우는 현재 월경상태가 규칙적인 대상자들에게서 안녕감이 높

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신체적 변화의 신호로 작용하는 월경상태가 중년여성의 실존적 안

녕측면에서 자신감을 갖게 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간호중재의 기본요

건으로 여성이 자신의 신체조건과 변화를 이해하도록 유도하고 자신의 신체, 마음, 정신이

외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해야함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은 이경혜

등 (1995)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

5 . 영적 안녕과 갱년기증상의 상관관계

영적 안녕과 갱년기 증상간의 상관계수는 <표 6> 에 제시되어 있다.

<표 6> 영적 안녕과 갱년기 증상의 상관관계 r (p )

정신신체적 증상 신체적 증상 심리적 증상 종교적 증상 실존적 안녕
정신신체적 증상
신체적 증상 .767( .000)
심리적 증상 .800( .000) .784( .000)
종교적 증상 - .006( .917) - .002( .972) 0.25( .681)
실존전 안녕 - .312( .000) - .302( .000) - .349( .000) .485( .000)

전 체
갱년기 증상

영적안녕 - .133( .031)

본 연구의 중심개념인 영적안녕과 갱년기증상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영적 안녕과 갱년기

증상간에는 유의적인 음(- )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는 영적 안녕이 높을수록

갱년기 증상 호소는 낮다는 의미이다. 건강이 마음, 신체, 영혼의 조화가 있을 때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안녕이 높을수록 갱년기 증상 호소는 낮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처음 기

대와 일치되고 있다.

영적 안녕을 종교적 안녕과 실존적 안녕으로 구분하였을 때, 종교적 안녕의 경우는 갱년

기증상의 모든 세부영역에서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실존적 안녕의 경우

는 정신·신체적 증상, 신체적 증상, 심리적 증상의 3영역 모두에서 유의적인 음 (- )의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실존적 안녕이 높을수록 정신신체적 증상, 신체적 증상, 심리적 증

상의 호소정도가 낮다는 것이다. 특히 심리적 증상이 신체적 증상보다 높은 음 (- )의 상관관

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처음 종교적 안녕과 실존적 안녕이 높을수록 갱년기 증상

호소는 낮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었다. 실존적 안녕은 처음의 기대와 일치되고 있으나, 종교

적 안녕은 처음의 기대와 다르게 나타났다.

실존적 안녕은 갱년기 증상과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 종교적 안녕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난 이유는 사람들의 신체변화에 대한 인식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생명의 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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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낄 수 있을 정도의 심한 질병의 경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절대자 (신)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암환자 혹은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영적 간호중재의 유효성이

발견되는 것도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폐경과 같은 단순한 신체변화는 모든 여

성들이 한번은 겪게되는 인생의 한 과정이며, 당연한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심리적 갈등 혹

은 불안을 느끼는 경우에도 절대자에게 의존하지는 않게 된다. 즉, 신앙이 깊고 종교적 안녕

이 높은 여성도 자연적인 신체변화 등에 대해서는 보통의 여성들처럼 인간적인 불안감은 느

낄 수 있고, 그러한 불안은 절대자에게 의존할 성격이 아니라거나 이를 초월할 만큼 높은

종교적 안녕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년기 여성의 갱년기 증상에 영적 간호중재를 적용할 때 고려해야할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즉, 실존적 안녕을 높이는 시도는 갱년기 증상호소를 낮추는 효과

를 가질 수 있으나, 종교적 안녕을 높이려는 시도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Catolico(1997)은 심리적 안녕이 개인의 특성이나 삶의 질, 감정, 안정감의 인지와 통합성에

따라 긍정적 감정이나 부정적 감정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따라서 중년여성들에

게 자기존재의 인식, 타인과의 원만한 협력관계, 삶의 목적 등 가치인식을 높임으로써 실존

적 안녕을 높이려는 격려와 지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Ⅴ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갱년기증상과 영적 안녕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갱년기 증상의 차이

를 나타내는 변수들을 식별함으로써 중년기여성의 건강유지 및 증진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

료를 얻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40세에서 59세 사이의 중년여성 264명이며, 1997년 3월 20

일부터 4월 20일까지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설문내용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건

강관련특성, 갱년기증상 및 영적안녕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갱년기증상측정도구는

N eug arton이 개발한 도구를 기초로 하였으며, 갱년기 증상을 신체적, 정신·신체적, 심리적

등 3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총 2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영적 안녕 측정도구는 Palout zian

& Ellison의 도구를 기초로 하여, 종교적 안녕과 실존적 안녕 등 2개 영역에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관련특성, 갱년기증상 및 영적 안녕, 그리고 이들간에 존재하

는 차이 및 관계는 A NOVA , t - t est , P ear son ' s correlation 등을 검토함으로써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갱년기 증상의 차이를 보였던 변수는 연령 (F =5.17, P =0.002), 결

혼기간 (F =4.23, P =0.002), 자녀수(F =3.08, P =0.028), 가족의 총 월수입 (F =3.07, P =0.017), 여

가시간 활용형태 (F =2.47, P =0.045) 등이었다. 또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영적 안녕에

차이를 보인 변수는 종교 (F =61.19, P =0.000), 교육정도 (F =3.04, P =0.018), 자녀수 (F =3.70,

P =0.012), 가족의 총 월수입(F =2.96, P =0.020), 여가시간 활용형태(F =23.1, P =0.000) 등이며,

여타의 변수들은 갱년기 증상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대상자의 건강관련 특성 중 갱년기증상에 차이를 보인 변수는 현재의 질병치료상태

(F =4.15, P =0.000), 과거의 수술경험 (F =2.70, P =0.007), 현재의 월경상태 (F =9.82, P =0.000)

등이며, 여타의 변수들은 갱년기 증상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건강관련 특성 중 영적 안녕상태에 차이를 보인 변수는 현재의 월경상태 뿐이며,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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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연령이 45세 이하인 대상자들에서 영적 안녕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F =3.29, P =0.46).

3. 갱년기증상 중 호소 정도가 가장 높은 증상은 팔, 다리가 쑤시는 신경통 (2.60점) 이었으

며, 여타의 영역 (신체적, 심리적)에 비해 정신·신체적 영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신·신체적 영역 1.97, 전체 평균 1.60). 영적 안녕에서는 실존적 안녕 (3.40)이 종교적

안녕(2.76)보다 높게 나타났고, 영적 안녕의 전체 평균은 2.91이었다.

4. 현재의 월경상태를 기준으로 갱년기증상의 차이와 영적 안녕의 차이를 검토한 결과 폐경

상태의 대상자들은 갱년기 증상의 세부영역에서 모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

에서 정신·신체적 증상의 호소가 가장 높았다 (F =6.52, P =0.002).

폐경상태의 여성은 실존적 안녕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종교적 안녕은 차이가 없었다.

5. 갱년기 증상과 영적 안녕간에는 유의적인 음(- )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r =- 0.13). 이는 영적

안녕정도가 높을수록 갱년기증상을 덜 자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갱년기 증상의 세부영역과 영적 안녕의 세부영역들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한 결과 종교적

안녕은 갱년기 증상과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실존적 안녕은 음 (- )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정신·신체적 증상 ; r =- 0.31, 신체적 증상 ; r =- 0.30, 심리적 증상 ; r =- 0.35).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갱년기 증상호소의 완화에 영적 안녕이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종교적 안녕 보다

실존적 안녕을 높임으로써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운용한다면 그 내용은 실존적 안녕을 높이는 내용이 위주가 되

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존적 안녕은 신체적 증상보다는 정신·신체적 증상과 심

리적 증상에서 더욱 유효한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내용의 구성에서도 이러

한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갱년기 증상 호소는 연령과 자녀수가 많고, 학력수준과 경제수준이 낮으며, 특별한 여가

시간 활용 대책을 갖지 않은 여성들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영적 안녕도 이들에게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운용할 경우 대상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해하

기 쉽고, 비용이 적게 들며, 앞으로의 여가시간 활용에 접목시킬 수 있는 내용을 구성하

고, 자원봉사나 취미생활을 적극적으로 영위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3. 간호학연구분야에서도 여성을 총체적인 인간으로 보고, 영적 안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요

인들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실존적 안녕은 갱년기 증

상호소와 상관관계가 있고 종교적 안녕은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교적 안녕이 여타의 증상호소와 관계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들에서는 종교적 안녕이 증상호소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따라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종교적 안녕이 유효한 경우와 실존적 안녕이 유효한 경우, 그리고 이

들이 동시에 유효한 상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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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 e R e lat ion s hip B et w e en

M en opau s al S y m pt om s an d

S piritu al W e ll - b e in g

Kim , Mi Hy ang

T h e purpose of this stu dy is to inv est ig at e the relat ion ship betw een m en opau sal

symptom s an d spiritu al w ell- b ein g .

In order to collect the research dat a , 350 qu est ion aries w ere sent to th e middle ag ed

w om en w h o w ere 40- 59 y ear s old. During th e collection period, M arch 20, 1977- April 20,

1977, 264 question aries w ere collected. T he questionnaire w as prepared by u sing oth er

researcher s ' scale, such as menopau sal symptom scale by N eug arton and spiritu al

w ell- b ein g scale by Palout zian & Ellison . T he research dat a w ere analy zed by v ariou s

t estable m ethods , such a s frequ ency , t - test or ANOVA , and Pear son ' s correlat ion .

T h e m ain result s of this stu dy w ere a s follow s ;

Am ong th e gen eral charact erist ic v ariables , som e v ariables hav e st at ist ical significan cy

in explaining the differen ce of the m enopau sal symptom s . Su ch v ariables inclu de

age (F =5.17, p =0.002), y ear s get m arried (F =4.23, p =0.002), number of children (F =3.08,

p =0.028), incom e lev el of family (F =3.07, p =0.017), life style at leisure t im e (F =2.47,

p =0.045).

Some v ariables related to health con dition could explain the differences of the

m en opau sal symptom s am ong middle ag ed w omen . current m en stru at ion st age (F =9.82,

p =0.000), current health condit ion (F =9.82, p =0.000), and experien ce being operated in the

past (F =9.82, p =0.000) are related to the m en opau sal symptom s. Seriou s m en opau sal

symptom s w hich could be foun d in this stu dy w ere 'b ack pain an d joint pain s (2.6) ' ,

n erv ou sn ess (2.4), and psy ch osom atic symptom (1.97).

Spiritual w ell- being inquiries could be clas sified into tw o subgroup s , exist ent ial an d

religiou s . T h e m ean score of exist ential w ell- b ein g (3.04) w as higher than that of

religiou s w ell- bein g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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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 iv ely high er exist ential w ell- bein g (3.10) w as found in th e w om en w h o hav e

stable men struation cy cle. T he ag e w h en the m enopau se b egan w as relat ed to spiritual

w ell- b ein g (F =3.29, p =0.046).

T h e correlation betw een menopau sal symptom s and spiritu al w ell- being w a s

statist ically significant (r =- 0.133, p =0.031).

Ba sed on th e abov e result s , nur sing int erv ent ion program of m enopau sal symptom s is

recomm ended in order to prom ote the health of middle- ag ed w om 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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