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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목적: 본 연구는 영성프로그램이 갱년기 여성의 불안과 우울에 주는 영향을 파악하여 정서적 안위제공에 도
움이 될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방법: 대상자는 갱년기 여성 20명이었으며 자료 수집은 중재 전, 

후와 6개월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1 프로그램의 기술통계, t-test,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본 연구 결과 영성프로그램 전, 후와 6개월 후에 불안(F=8.55, p=.009)과 우
울(F=8.76, p=.001)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 변수 중 신앙경력((F=10.57, p=.001)과 교육수준(F=4.13, 

p=.034)의 차이에 따라 불안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결론: 영성프로그램은 불안과 우울 등의 불안정한 정서에 효
과적임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정서적 안정 도모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적 특성에 따른 적합한 
영성프로그램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불안, 우울, 영성프로그램, 갱년기 여성

Abstract  Objectiv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the effects of spiritual program on anxiety and 
depression among women in menopause. Methods: Subjects are 20 women in menopause. Structured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data collection before, after and 6 month later Spiritual program, and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of SPSS 21.1 program were performed for data analysis. Results: Anxiety(F=8.55, 
p=.009) and depression(F=8.76, p=.001) has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stages.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anxiety included education(F=4.13, p=.034) and career of christianity(F=10.57, p=.001). Conclusion: 
Spiritual program is concluded by us it has proven that psychological healing program like anxiety and 
depression so has been practiced actively. And Spiritual program is needed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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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갱년기 여성은 삶의 환기로서 신체 , 심리 , 사회

 그리고 인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한 가부장

인 문화권에서 여성, 딸, 아내, 며느리, 엄마로서 살아가

는 여성의 사회  지 와 다 역할로 인해 자아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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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인 자아감이 분노를 야기하고 이러한 분노는 우울

의 형태로 표출될 수 있다[1].  

갱년기 여성의 불안은 우울의  다른 양상으로 갱년

기 여성은 외로움과 후회, 원망 등의 부정  감정으로 버

거운 삶을 살고 자기처벌 혹은 타인지탄의 자세를 보이

고 실도피를 시도하기도 하기도 한다[2]. 

특히 종교가 있는 갱년기 여성은 “신앙이 좋은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 등의 왜곡된 생각으로 인

해 그 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자신을 더욱 많이 자책하

게 되어 고통을 심하게 겪게 된다[1].

호르몬 불균형으로 시작된 갱년기의 여러 변화에 잘 

응하지 못하면 신체  노화와 함께 만성질환으로 진행

될 가능성이 높고 삶의 질은 낮아지게 된다. 개인과 가족

의 안녕을 유지, 증진하기 하여 갱년기의 정서  변화

에 극 으로 처할 필요가 있다.

갱년기 여성의 불안과 우울에 도움이 되는 정서  재

는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으나 그  인 근은 효과

인 이완요법으로 오랫동안 이어오고 있는 치료법이다.  

(spirit)은 신체, 정신   측면을 통합시키는 힘

이며, 성(spirituality)이란 의 작용이 생각, 감정, 

단, 태도  행 로 드러난 외 발 이다[3].

인 안녕감을 갖게 되면 부정 인 처지나 환경에

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에 한 정 인 태도를 보이며 

내 인 조화와 평화를 이룬다[4].

공감  경청과 인내를 통한 사랑의 계를 지속하고 

끊임없는 사랑으로 행동 변화를 한 사고의 환과 실

천을 해  근을 시도한다면 갱년기 여성의 불안

과 우울 등의 정서 인 문제는 해결 될 수 있는 것이다

[5].

실제 안녕은 갱년기 여성의 생활 응에 요한 

요소이며 안녕이 높은 갱년기 여성일수록 우울이 낮

고 자아개념이 높았으며 삶의 질이 더 높았다[6-8].

갱년기 여성의 불안과 우울을 완화하기 한 재로

는 주로 상담과 이완요법 등이 이루어졌다[5,9,10]. 

그러나 최근 상담과 교육 등의 인지 , 정서  근도 

많이 시도되고 있으며 그 효과도 정 인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11,12].

로그램을 통해 갱년기 여성의 불안과 우울을 

재한 연구는 찾기 어려우나 다른  연구들이 정서

인 부분들에 정 인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 본 

연구의  로그램도 갱년기 여성의 불안과 우울에 

정 인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본 연구는 갱년기여성의 불안과 우울을 조기에 방

하고 나아가 치료에 도움이 되는 기 인 자료를 제공

하는 데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 은 성 로그램이 갱년기 여성의 불

안과 우울에 미치는 향을 악하여 갱년기 여성의 정

서안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 이 

있으며 세부목 은 다음과 같다.

1) 상자의 일반  특성을 악한다.

2) 성 로그램 , 후와 6개월 후 상자의 불안과 

우울을 측정한다.

3) 상자의 불안과 우울에 향을 주는 일반  변수

를 악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자

본 연구 상자는 갱년기여성 20명이다.

상자는 연구의 목 과 비 해성, 자발성 등에 해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 으며, 과정  언제라도 

그만 둘 수 있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 을 해서만 

사용되어질 것과 연구 상자는 익명으로 처리 된다는 내

용을 미리 공지하 다.

 

상자 선정 기 은 다음과 같다. 

1) 40세 이상의 갱년기 여성

2) 연구목 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 한 자

3) 불안이나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과  진단을 받지 

않은 자

3.2 연구 도구

 1) 로그램

 성 로그램은 2011년 9월 28일부터 2011년 10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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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까지 3박 4일 동안 집 으로 이루어졌으며, 성 특

강, 자아 성찰, 상담 등으로 구성되었다.

2) 불안

Beck 등[10]이 개발한 불안척도(Beck Anxiety 

Inventory: BAI)를 Kwon 등[13]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

하 다. 4  Likert척도로 총 2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가 높을수록 심한 불안을 의미하며 0-9  사이는 정

상 불안, 10-19  사이는 가벼운 불안, 20-29  사이는 

심한 불안, 30  이상은 극심한 불안으로 구분된다. Ru 

등[1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이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2이었다.

3) 우울

Beck[15]이 개발한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를 Rhee 등[16]이 번안하고 표 화한 도

구를 사용하 다. 4  Likert척도로 총 21문항으로 이루

어져 있다. 수가 높을수록 심한 우울을 의미하며 16  

미만은 정상군, 16-20  미만은 우울 경향군, 20-24  미

만은 우울군, 24  이상은 심한 우울군으로 분류된다. 

Rhee 등[1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이 .85이었

고 본 연구에서는 .71이었다.

3.3 자료 수집 방법

연구의 목 과 익명성, 비 해성  연구의 참여는 자

발 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 상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철회가 가능하고 응답 내용은 비 이 보장되고 

연구의 목 으로만 사용할 것임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

에 구두 동의한 상자에게 연구를 진행하 다. 상자

는 성 로그램 , 후, 6개월 후에 설문지를 직  작성

하 다. 

3.4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1.1을 이용하여 분

석하 다.

1) 상자의 일반  특성, 불안, 우울의 정도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 편차를 이용하 다.

2) 상자의 일반  변수에 다른 불안과 우울의 차이

는 분산분석을 이용하 다.

3)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불안과 우울은 반복측정 분산

분석을 이용하 다. 

4. 연구 결과

4.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상자의 평균 연령은 51세이었으며 17명(85%)이 기

혼이었다. 신앙경력은 평균 31.7년이었으며 교육은 문

 이상이 9명(30%)으로 가장 많았다. 직업은 있는 경우

와 없는 경우가 동일하게 10명(50%)로 나타났으며 경제 

상태는 간이 17명(85%)로 많았다. 가족 수는 4명이 11

명(55%)로 많았으며 기질테스트는 평온한 액질과 완

벽주의 우울질이 7명(35%)로 많았다. 

 

Variables Category N(%) M(SD)

Age(yr)

≦50

51-55

55<

7(35)

11(55)

2(10)

51(3.80)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

17(85)

3(15)

Career of 

Christianity

<30

30-39

40≦

8(40)

4(20)

8(40)

31.7(11.36)

Education

(yr)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5(25)

6(30)

9(45)

Job
Have

None

10(50)

10(50)

Economic 

Status

Middle

Low

17(85)

3(15)

Number of 

Family

1

2

3

4

5

2(10)

1(5)

5(25)

11(55)

1(5)

3.4(1.04)

Temperature

Steadiness

Conscientiousness

Influence

Dominance

7(35)

7(35)

3(15)

3(1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0)

4.2 일반적 변수에 따른 불안과 우울의 차이

상자의 일반  변수  신앙경력(f=10.57, p=.001)과 

교육(f=4.13, p=.034)에 따라 불안에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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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

stics
Categories

Anxiety Depression

M

(SD)

t or F

(p)
Scheffe

M

(SD)

t or F

(p)

Sch-

effe

Career of 

Christianity

<30
a

30-39
b

40≦c

3.8

(3.87)

14.2

(8.61)

1.7

(1.83)

10.57

(.001)
b>a,c

2.3

(3.06)

3.7

(2.87)

1.6

(1.06)

1.04

(.375)

Education

(yr)

≦Middle 

School
a

High 

Schoolb 

≧College
c

10.8

(10.25)

1.1

(1.16)

4.5

(3.57)

4.13

(.034)
a>b,c

3.8

(3.89)

1.1

(1.16)

2.3

(1.73)

1.75

(.203)

<Table 2> Anxiety and Depress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0) 

Before 

Prayer

After 

Prayer

6Month 

Later of 

Prayer F p

M

(SD)

M

(SD)

M

(SD)

Anxiety
12.2

(12.72)

4.8

(6.95)

5.1

(6.43)
8.55 .009

Depression
9.1

(10.28)

2.7

(4.29)

2.3

(2.41)
8.76 .001

<Table 3> Difference of Anxiety and Depression 
according to stage                (N=20) 

  

4.3 측정시기에 따른 불안과 우울의 차이

성 로그램 , 후, 6개월 후에 불안(F=8.55, 

p=.009)과 우울(F=8.76, p=.001)은 모두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났다.

5. 논 의

본 연구는 성 로그램이 갱년기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해 시도되었다.

성 로그램 , 후, 6개월 후의 측정시기에 따른 불

안과 우울을 유의하게 정 인 효과가 나타났다.

여러 연구결과 종교는 년여성의 생활 응에 요 

요소이며 종교를 가진 여성이 그 지 않은 여성에 비해 

사회  지지의 상실과 부족에도 불구하고 안정감과 강인

함이 컸으므로 삶의 질이 높았으며,  안녕이 높을수

록 우울이 낮고 자아개념이 높았다[4,6,7,17].

성 로그램은 상담을 통해 인생과 혼의 상처와 

문제를 치유하고 교육을 통해 통찰력을 얻으며 자아성찰

을 통해 자아를 인식하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재법이

다. 그러므로 인 안녕을 도모하는 성 로그램은 

갱년기 여성의 인 안정과 성장에 도움을 주어 불안

과 우울과 같은 정서 인 문제가 효과 으로 변화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Lee[18]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종교를 가지고 있

는 사람은 우울과 스트 스 상황에 직면했을 경우 

성장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그것이 효과 이

라고 하 다. 

본 연구 상자가 종교가 있는 갱년기여성임을 고려해

보면 본 연구의 성 로그램이 상자의 성장에 도

움이 되어 불안과 우울이 정 으로 변화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년여성의 우울과 불안을 야기하는 

노화에 한 태도 등을 효과 으로 재하기 해서는 

인 근이 효과 이며 한 필요하다[19].

본 연구결과 상자의 일반  변수  신앙경력과 교

육에 따라 불안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Kang[17]의 연구에 의하면 년여성의 우울과 불안 

등의 갱년기 증상에 학력과 신앙정도가 유의한 향요인

임을 알 수 있다. 즉 신앙과 종교  성향이 강할수록 우

울과 불안 등은 감소한다. 이는 Yu[20]의 연구에서도 동

일하게 나타났는데 교회출석기간과 교육은 우울과 

안녕정도에 유의한 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갱

년기 여성의 우울과 불안에 한 재 시 학력과 신앙경

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안녕과 신앙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종교

인 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갱년기 기독교 여성의 불안과 우울을 조기

에 방하고 나아가 치료에 도움이 되는 기 인 자료

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으며 갱년기 기독교 여성 20명을 

상으로 성 로그램을 용해 , 후, 6개월 후의 결

과를 비교한 실험연구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1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본 연구 결과 측정시기에 따라서

도 불안(F=8.5, p=.009)과 우울(F=8.7, p=.001) 모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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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상자의 일반  변수  신앙

경력(f=10.57, p=.001)과 교육(f=4.13, p=.034)에 따라 불안

에 차이가 나타났다.

의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갱년기 여성의 다양한 문화  배경에 합한 체계

인 조사 자료에 근거한 재 로그램이 필요하다.

2. 불안과 우울에 향을 주는 좀 더 많은 변수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3. 갱년기 여성의 다양한 정서  문제들의 련성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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