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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건강보존에 미치는 융합적 요인들을 확인하고자 시도된 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40세
∼59세의 중년여성 143명이며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6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였다. 자료는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건강보존과 건강증진
행위간의 관계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353, p<.001), 갱년기증상(r=-.062, 

p=.465)과 지혜(r=.120, p=.153)는 건강보존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건강증진행위는 
12.5%(β=.348, p<.001), 배우자유무는 3.2%(β=.181, p=.021)로 중년여성의 건강보존에 연관성이 있었다.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건강보존 및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음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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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multiple factors to affect the health conservation in the middle 
aged women. The subjects were 143 middle aged women from 40 to 59 years old and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June 1 to 25, 2016. The data w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e found a significantly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health conservation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s among middle-aged women. However, menopausal symptoms 
and wisdom were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ealth conservation.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analyze the most correlation variables were health enhancement behaviors with 12.5% and 
existence of spouse with 3.2%. This study provides more ensured fundamental data for the health conservation 
and enhancement in the middle aged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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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년기는 노화의 시작과 함께 폐경을 비롯한 다양한 

신체  변화를 겪는 시기이며, 배우자의 은퇴, 자녀의 출

가 등 다양한 심리  변화를 겪는 불안정한 시기로, 년

여성의 건강상태는 개인  사회 으로 요한 의미를 

갖는다[1]. 년기 여성은 다양한 스트 스 상황에 노출

되어 있으나 년기 여성의 복합 인 역할로 인해 자신

의 건강 리에는 소홀하게 되어 건강 문제 유발에 있어 

남성보다 좀 더 많은 질병이환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

고하 다[2]. 

갱년기는 여성의 년기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신체

인 노화와 함께 생식기능이 하되고 내분비의 변화와 

더불어 심리 , 사회 으로 많은 변화가 동반되는 과도

기이다[3]. 갱년기에 겪게 되는 자각 인 증상으로는 열

감, 발한, 심계항진, 요통, 통, 근육통, 빈뇨, 야뇨, 성

교통, 소양증, 수족냉증, 신경과민, 질식감, 집 력 결핍, 

피부 탄력성 감소, 불면증, 우울증, 불아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특히 골다공증, 심 성 질환, 암, 고 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으로 진행되면 지속 이고도 고통스런 삶

으로 이어지면서 년  노년기 삶의 질 인 하는 가

져오게 된다[2]. 

그러나 이 시기의 여성들은 폐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갱년기증상 뿐 만 아니라 생리, 사회 심리  측면의 많은 

변화와 문제들에 한 인식과 처법에 한 지식이 부

족하여 건강증진행  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4].

이에 따라, 년 여성 스스로 보다 극 이고 지속

으로 건강을 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건강 리를 한 

지식과 방법을 찾으려는 극 인 자세가 요구된다. 이

러한 능동 인 처의 요성이 강조되면서 주목을 받게 

된 것이 지혜이다.  지혜는 인생의 도 과 문제들에 하

여 통합 으로 체 인 근을 가능하게 한다[5]. 한 

노인들을 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건강행  습 과도 

련이 있어 지혜로운 노인들은 식사습 이 규칙 이고 

흡연과 음주를 하지 않으며, 수면 만족도가 높고, 한 

운동을 실천하는 등 성공  노화에 정  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5]. 지혜는 신체  건강, 사회경

제  지 , 물리  환경, 사회  계의 크기보다는 삶의 

변화를 더 잘 다루며[6]. 여성의 생애 만족, 신체 인 건

강, 가족 계의 질에 정 으로 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7], 최근 보고에서는 건강보존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8]. 

건강보존(Health conservation)은 건강의 개념과 보존

의 개념을 합친 합성어로 “신체 , 정신 , 사회  안녕

상태를 유지하는 것” 는 “신체·정신·사회·심리  통합

체로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된다[9]. 우리나

라 여성은 45세 이후부터 만성질환 유병율이 격히 상

승하는 추세로 만성질환은 장기간 잘못된 일상생활 습

과 하게 련되므로 통합  건강보존을 한 바람직

한 건강증진행 의 실천이 매우 요하다[10]. 따라서 

년기에 건강 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노년의 건강상

태가 좌우되므로, 노년을 비하는 년 여성의 건강보

존 향 요인을 악하는 것은 바람직한 건강행 의 실

천을 유도하기 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매우 요하다

[8]. 

건강보존에 한 국내 연구의 경우 Sung[9]이 건강보

존 측정도구를 개발하면서 노인을 상으로 연구가 시행

되었으며 노인을 상으로 한 건강보존과 련된 선행연

구로는 생의의미, 자기효능감, 통증, 지혜, 양상태, 정

사고, 가족기능, 자가간호행 , 건강 심도 등[11, 12, 

13]을 변인으로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년여성을 

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는 년여성의 삶의 환 인 갱년기증상을 심으로 건

강증진행 , 지혜라는 연구변수를 통해 년 여성의 건

강보존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년여성의 건강증진행 , 갱년기증상, 지

혜  건강보존의 정도를 악하고 년여성의 건강보존

에 미치는 융합  향요인을 분석하는데 있으며 구체

인 연구목 은 다음과 같다.

1) 년여성의 건강증진행 , 갱년기증상, 지혜  건

강보존의 정도를 악한다.

2) 년여성의 일반  특성에 따른 건강보존의 차이를 

악한다.

3) 년여성의 건강증진행 , 갱년기증상, 지혜  건

강보존의 계를 악한다.

4) 년여성의 건강보존에 미치는 융합  요인을 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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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년여성의 건강보존을 악하고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인 건강증진행 , 갱년기증상, 지혜를 

확인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자

본 연구 상자는 충남의 D시, G시, S시의 도시 지역

에 거주하는 40∼59세의 년여성 150명이었다. 연구 참

여자에게 익명과 비 보장을 약속하 고 년여성이 직

 설문지를 일고 자기기입의 방식으로 응답하게 하 으

며 설문지 작성 소요시간은 30분 정도 다. 상자에게 

자료수집 에 연구의 취지와 목 에 해 설명하 고, 

상자가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연구를 철회하거나 

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 다. 한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

으로만 사용되며, 상자의 익명성과 비 보장  자

율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시하 고 ‘설문참여 동의서’

는 설문지를 작성한 경우 설문지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을 명시하고 설문지를 배포하 다. 조사의 자료수

집기간은 2016년 6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 이루어졌으

며 총 16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150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자료 수집이 불충분한 7부를 제외한 143부를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하 다. 연구표본의 크기는 G*Power 

3.1 Program을 이용하여 산출하 다. 다 회귀분석에 필

요한 측 요인의 수 4개, 간정도의 효과 크기 .15, 유

의수  .05, 검정력 .95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표본 수는 

129명을 근거로 하 고, 탈락률을 감안할 때 143명을 

상으로 하여 정표본 수를 만족하 다.

2.3 연구 도구

2.3.1 건강증진행위

건강증진행 는 Walker, Sechrist와 Pender[14]가 개

발한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 (HPLP)을 김

자[2]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다. 자아실  11

문항, 건강책임 9문항, 운동과 양 11문항, 인 계 지

지 5문항, 스트 스 리 6문항 총 4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으로 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 의 실천 정

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김 자[15]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s  α=.92 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s α

=.87이었다.

2.3.2 갱년기증상

갱년기증상을 측정하기 해 Sarrel[16]이 개발한 

MENSI(Menopause Symptom Index)를 조 숙과 이군

자[17]가 한국인에 맞게 수정 보완한 20문항과 정서  증

상에 한 3문항을 보완하여 한숙희[18]가 사용한 도구

를 사용하 다. 하 역은 신체  증상 11문항, 정신  

증상 8문항, 성  증상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

은 없다 0 , 가끔 1 , 자주 2 으로 수가 높을수록 폐

경증상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한숙희[18]의 연구에서 도

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0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90이었다.

2.3.3 지혜

지혜는 성기월, 이선 과 박종한[19]이 개발한 ‘한국노

인의 지혜척도’로 측정하 으며, 이 도구는 공감 정서 

11문항, 자기성찰 9문항, 인생극복경험 7문항으로서 3가

지 하 역의 총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4

 척도이고, 역문항으로 진술된 2문항은 역환산하 으

며 가능한 수의 범 는 27 에서 108 이다. 수가 높

을수록 인지한 지혜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체문항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80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88이었다.

2.3.4 건강보존

건강보존을 측정하기 해서 성기월[20]이 개발한 건

강보존 척도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개인  통합성 14

문항, 에 지보존 8문항, 구조  통합성 8문항, 사회  통

합성 7문항으로서 4가지의 하 역의 총 37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  척도이고, 역 문항으로 진술

된 6개의 문항은 역환산하며 가능한 수의 범 는 37

에서 148 이다. 수가 높을수록 건강보존의 정도가 높

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체문항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94 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
=.88이었다.

2.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9.0 로그램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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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Age(years)
40-49 83(58.0)

50-59 60(42.0)

Spouse
Yes 127(88.8)

No 16(11.2)

Occupation
Yes 88(61.5)

No 54(37.8)

Religion
Yes 78(54.5)

No 65(45.5)

Education

Primary School 11(7.7)

Middle School 16(11.2)

High School 63(44.1)

College or higher 53(37.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lcohol Drinks
Yes 54(37.8)

No 89(62.2)

Smoking
Yes 4(2.8)

No 139(97.2)

Physical Exercise

Regular 19(13.3)

Sometimes 91(63.6)

Not at all 33(23.1)

Variables M(SD) Total Range(M) Range(T)

Health 

Promotion 

Behavior

3.5(.45) 147.37 1-5 42∼210

Menopausal 

Symptoms
.5(.36) 13.41 0-2 0∼46

Wisdom 3.0(.32) 81.33 1-4 27∼108

Health 

Conservation
2.6(.30) 72.48 1-4 37∼148

<Table 2> Degree of health promoting behavior, 
Menopausal Symptoms, Wisdom and 
health conservation of middle-aged 
women

통계 처리하 다.

1) 일반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

율, 평균과 표 편차로 분석하 다. 상자의 건강

증진행 , 갱년기증상, 지혜  건강보존의 정도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 편차로 분석하 다. 

2) 일반  특성에 따른 건강보존 정도의 차이는 t-test

와 ANONA로 분석하 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로 분석하 다.

3) 상자의 건강증진행 , 갱년기증상, 지혜, 건강보

존간의 계를 악하기 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 다. 

4) 상자의 건강보존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설명

력을 악하기 해 multiple linear regression with 

stepwise method로 분석하 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본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평균 연령은 48.54세이며, 배우자 유무에서는 있음이 

88.8%로 많았다. 직업이 있는 상자는 61.5% 고,  종교

가 있는 상자는 54.5%로 나타났다. 교육 수 은 고졸

이 44.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졸이상 37.1%로 많았

다. 음주를 하고 있는 상자는 37.8% 고, 흡연을 하는 

상자는 2.8%로 나타났다. 운동 여부에서는 규칙 으로 

운동하고 있는 상자는 13.3%, 규칙 이지는 않지만 가

끔 운동한다는 상자는 63.6%로 가장 많았고, 운동을 

 하지 않는 상자도 23.1%로 나타났다.

3.2 중년여성의 건강증진행위, 갱년기증상, 지혜 

및 건강보존

년여성의 건강증진행 , 갱년기증상, 지혜  건강

보존 정도는 <Table 2>와 같다. 건강증진행 를 보면 

147 (42∼210)으로 간 이상의 수를 보 고, 갱년기

증상은 13.41 (0∼46)으로 간 이하의 정도를 나타냈

다. 지혜는 81.33 (27∼108)으로 간 이상의 높은 수

를 나타냈으며, 건강보존은 72.48 (37∼148)으로 간정

도를 나타냈다.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보존의 차이

일반  특성에 따른 건강보존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일반  특성인 연령, 직업, 종교, 음주, 흡연, 운동여

부에 따른 건강보존 정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배우자 유무, 학력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배우자가 없는 상자가 배우자가 있는 

상자보다 건강보존 정도가 높았으며(t=-2.294, p=.023), 

학력에서는 고졸 상자가 건강보존 정도가 가장 높았고

(F=2.921, p=.036) 사후 검정결과 고졸 상자가 졸 

상자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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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

ics
Classification M(SD) t or F p scheffe

Age

(years)

40∼49 2.7(.26)
1.027 .306

50-59 2.6(.35)

Spouse
Yes 2.6(.25) -2.294 .023

No 2.8(.54)

Occupation
Yes 2.6(.32) .060 .952

No 2.6(.29)

Religion
Yes 2.7(.34) .631 .529

No 2.6(.26)

Education

Primary Schoola 2.6(.42) 2.921 .036

c>b
Middle School

b
2.4(.20)

High Schoolc 2.7(.37)

College or higherd 2.7(.16)

Alcohol 

Drinks

Yes 2.7(.28) .919 .360

No 2.6(.31)

Smoking
Yes 2.7(.08) .188 .851

No 2.6(.30)

Physical 

Exercise

Regular 2.7(.28) .353 .703

Sometimes 2.6(.30)

Not at all 2.6(.31)

<Table 3> Difference in health conservation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3.4 중년여성의 건강증진행위, 갱년기증상, 지혜 

및 건강보존의 상관관계

년여성의 건강증진행 , 갱년기증상, 지혜와 건강보

존 간의 계는 <Table 4>와 같다. 년여성의 건강증진

행 , 갱년기증상, 지혜와 건강보존 간의 계를 살펴보

면 건강보존과 건강증진행 간의 계를 살펴보면 통계

으로 유의한 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353, p<.001), 갱년기증상(r=-.062, p=.465)과 지혜

(r=.120, p=.153)는 건강보존과 상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건강증진행 가 높을수록 건강보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ealth 

Promotion 

Behavior

r(p)

Menopausal 

Symptoms

r(p)

Wisdom

r(p)

Health 

Conservation

r(p)

Health Promotion 

Behavior
1

Menopausal 

Symptoms

-.222**

<.001
1

Wisdom
.336**

<.001

.306**

<.001
1

Health 

Conservation

.353**

<.001

-.062

.465

.120

.153
1

<Table 4> The correlation between health 
            conservation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 menopausal symptoms, 
wisdom of middle-aged women

3.5 중년여성의 건강보존에 미치는 융합적 영향 

요인

년여성의 건강보존에 미치는 융합  향요인을 분

석하기 해 본 연구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

타난 배우자 유무, 학력과 건강증진행 , 갱년기증상, 지

혜의 총 5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

시하 다. 그 결과 년여성의 건강보존에 가장 향이 

높은 변수는 건강증진행 로 12.5%(β=.348, p<.001)의 

설명력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배우자 유무가 3.2%(β

=.181, p=.021)의 설명력이 있어 이들 두 개 변수가 년

여성의 건강보존을 총 15.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VariablesVariablesVariables BBB SESESE βββ ttt ppp  R R R222 FFF ppp

ConstantConstantConstant 1.8551.8551.855 .200.200.200 8.3638.3638.363 <.001<.001<.001 13.05513.05513.055 <.001<.001<.001

Health Health Health 

Promotion Promotion Promotion 

BehaviorBehaviorBehavior

.233.233.233 .052.052.052 .348.348.348 4.4874.4874.487 <.001<.001<.001 .125.125.125

SpouseSpouseSpouse .175.175.175 .075.075.075 .181.181.181 2.3302.3302.330 .021.021.021 .157.157.157

<Table 5> Converged influencing factors on the 
health conservation of middle-aged 
women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다 공선성, 독립성, 정

규성, 등분산성의 조건을 검정하 다. 다 공선성을 검증

한 결과 공차한계가 .885∼.999로 0.1 이상으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도 1.001∼

1.130으로 10을 넘지 않았다. 상태지수는 7.461∼19.282로 

30을 넘지 않아 다 공선성의 문제를 제외하 다. 오차

의 자기상 (독립성)을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 통

계량이 2.260으로 독립변수 간의 자기상 이 없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4. 논의

본 연구는 년여성의 건강증진행 , 갱년기증상, 지

혜  건강보존 정도를 악하고, 년여성의 건강보존

에 미치는 융합  향요인들을 악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년여성의 건강보존 정도는 72.48 (37

∼148 )으로 간 정도를 나타냈다. 이는 성기월[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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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들의 건강보존 정도 

93.60 , 재가노인을 상으로 한 장혜경[12]의 연구에서 

98.85 으로 나타나 본 연구 상자인 년여성보다 노인

들의 건강보존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오원옥

과 김은정[11]의 연구에서도 건강보존 정도가 100.91 으

로 노인의 건강보존 정도가 본 연구 상자의 년여성의 

건강보존 정도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년여성의 건강보존에 미치는 융합  향요

인을 분석한 결과 배우자유무가 유의한 향요인으로 확

인되었는데 이는 재가노인을 상으로 한 장혜경[12]의 

연구에서도 배우자유무가 노인의 건강보존에 미치는 

향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배우자가 있는 상자가 건강보

존 정도가 높았다.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을 상으로 한 

성기월[20]의 연구에서도 배우자가 있는 상자가 건강

보존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건강보존에 미치는 향으

로 분석되었으며, 오원옥과 김은정[11]의 연구에서도 노

인의 건강보존 정도는 배우자가 있는 상자가 건강보존

의 정도가 높았으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나, 

향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인을 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상

자의 건강보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본 연

구결과에서는 배우자가 없는 상자의 건강보존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나 건강보존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

석되었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들은 배우자가 있는 노인

들보다 고독감이나 소외감 정도가 높고 사망률이나 정신

건강에 악 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으나[12], 본 연구의 

경우는 년여성을 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노인을 상

으로 한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 같은 

결과는 가정 내 여성의 역할이 증가하면서 건강에 한 

요구가 증가하고, 배우자 없이 스스로 건강 리를 철

히 해야 한다는 책임감의 발 으로 보인다. 실제로 통계

청[21]의 자료를 살펴보면 수입 노동 련 활동은 40  

여성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50  여성이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상자가 40 와 50 인 을 

감안하면 본 연구 상자들은 수입 노동 련 활동이 많

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배우자

가 없는 여성에 비해 여가활동이 고 의무 활동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스포츠  포츠 활동 시간 한 배우

자가 있는 여성이 배우자 없는 상자보다 게 사용하

는 것으로 나타나 특히 배우자가 있는 년여성의 의무 

활동  가사노동으로 인한 스포츠  여가활동 시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년여성의 건강보존 정도가 낮은 것으

로 사료된다.

그리고 학력 정도에 따라 건강보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졸 상자의 건강보존 정도보다 고졸 상자

의 건강보존 정도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을 상으로 한 오원옥과 김은정[11]의 연

구에서는 학력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고 

사후 검정에서 무학보다 졸의 상자가 높은 건강보존 

상태를 보 으며, 성기월[20]의 연구에서도 학력 간에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고 사후 검정에서는 졸과 

고졸 이상 상자가 무학과 졸 상자보다 건강보존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장혜경[12]의 연구에서

도 학력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고 사후검

정에서 무학보다 졸, 졸, 고졸, 졸 이상 상자의 

건강보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로 학력이 높을

수록 건강보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여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처럼 노인들의 건강보존은 

학력이 높을수록 정도가 높아지는 양상을 보 으나 년

성인을 상으로 한 이혜경과 김희경[8]의 연구에서 학

력에 따른 건강보존의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 본 연

구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추 후 반복

연구를 통해 일반  특성이 건강보존에 미치는 향을 

규명할 필요가 있겠다. 

건강증진행 를 보면 3.5 (1∼5 )으로 간 이상의 

건강증진행 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년후기 

여성을 상으로 한 이윤주와 박정숙[30]의 연구에서 나

타난 2.52 (1∼4 )보다는 약간 높은 결과이며, 년을 

상으로 한 이혜경과 김희경[8]의 연구에서 나타난 3.38

(1∼5)보다는 약간 낮게 나타났다. 한 여성노인을 

상으로 한 서 미[31]의 연구에서는 3.18 (1∼5 )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으며, 기 남성노인

을 상으로 한 김선희와 홍 정[22]의 연구에서 3.5 (1

∼5)으로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 다. 따라서 

년  노년 상자들은 건강증진행  정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 으나, 보통 이상으로 실천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으며 년기의 건강증진행

가 년기의 건강보존과 년기 기감  생활만족과 

한 련이 있음을 강조한다[8, 22]. 건강증진행 는 

개인의 건강유지증진의 요한 구성요소이며 질병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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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방하고 건강한 삶을 하는데 필수 이라고 할 

수 있다[23, 24, 25]. 한 노년을 앞둔 년기의 건강증진

행 는 노년의 건강한 생활습   건강한 삶에 큰 향

을 주므로 년기의 건강증진행  실천은 꼭 필요하다. 

갱년기증상은 0.58 (0∼2 )으로 간 이하의 수를 

나타냈으며 년기 직장여성을 상으로 한 이혜경과 신

은희[24]의 연구에서 갱년기증상은 0.61 으로, 이정화, 

김경혜, 김경덕[3]의 연구에서 14.64 (0-46 )으로 본 연

구결과보다 높게 나타나 년기 여성의 부분이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경과 신은희[26]

의 연구에서 년기 직장여성의 건강 련 삶의 질에 가

장 향력이 높은 변수로 갱년기 증상이 있었으며, 갱년

기증상이 년기 여성의 삶의 질에 직·간 으로 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3] 년기 이후 건강보존을 

해서는 갱년기 증상의 극 인 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혜는 81.33 (27∼108 )으로 간 이상의 수를 

나타냈으며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을 상으로 한 성기월

[20]의 연구에서 지혜의 정도는 75.68 (27∼108 )으로 

나타났고, 재가노인을 상으로 한 성기월[27]의 연구에

서는 100.78 (27∼135 )으로 나타나 년의 지혜가 노

년의 지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보다 재가노인의 지혜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혜는 삶의 만족도, 자아존 감, 심리  복지감, 자녀

계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한 삶의 변인으로 설명되

고 있으며[28],  성기월[20]의 연구에서도 노인의 건강보

존에 향을 미치는 측요인으로 지혜가 가장 향력이 

높은 변인으로 나타났고 이혜경과 김희경[8]의 연구에서

도 년성인의 건강보존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혜

가 가장 높았으므로, 년의 지혜를 향상시켜 건강보존

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 재를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년여성의 건강증진행 , 갱년기증상, 지혜와 건강보

존 간의 계를 살펴보면 건강보존과 건강증진행 간의 

계를 살펴보면 통계 으로 유의한 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갱년기증상과 지혜는 건강보존과 상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건강증진행 가 높

을수록 건강보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년여성의 건강보존에 미치는 융합  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건강증진행 와 배우자유무가 유의한 향요인으

로 확인되었다. 이들 두 개 변수의 설명력은 15.7%로 건

강증진행 가 다른 요인에 비해 향력이 가장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재 노인을 상으로 한 건강보존 향요

인을 살펴보면 정  사고, 지각된 건강상태, 배우자 유

무  노쇠가 유의한 측요인으로 확인되었고[12], 생의 

의미와 교육수   남성이 유의한 향요인으로 규명되

었으며[11], 성기월[20]의 연구에서는 지혜, 통증, 종교 없

음, 배우자 유무가 건강보존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확인

되었다. 한 당뇨노인을 상으로 한 최동숙[29]의 연구

에서는 자가간호행 , 주  건강상태, 건강 심도가 건

강보존에 미치는 향요인으로 규명되었고, 액투석 노

인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가족지지, 남자, 치료비부

담이 건강보존에 미치는 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처

럼 일반 노인과 질병을 가진 노인을 상으로 한 선행연

구에서는 건강증진행 를 통해 건강보존을 설명하는 연

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본 연구결과와 비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년성인을 상으로 한 이혜

경과 김희경[8]의 연구에서 지혜, 건강증진행 , 지각된 

건강상태, 우울이 건강보존에 미치는 향요인으로 나타

났고, 년 성인의 건강증진행 가 높을수록 건강보존 

정도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같이 건강증진행 가 

년성인의 건강보존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

었고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

지하 다. 이처럼 건강보존에 미치는 향요인을 분석한 

연구의 상자는 부분 노인이었으며, 평균수명 증가와 

연장된 노년기를 비해야 하는 년성인을 상으로 한 

연구 범 의 확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해 년여성의 건강보존에 미치는 융합

 향요인들을 확인한 결과 건강증진행 가 가장 큰 

향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상자가 편의 추출

되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 이 있으나 년

여성의 건강보존  증진을 한 기 자료를 제공했다는 

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추 후 

년여성들이 신체 , 정신  건강 유지  변화에 해 올

바르게 처할 수 있는 건강보존  증진의 실천방안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년여성의 건강보존의 정도를 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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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인 건강증진행 , 갱년기증상, 

지혜를 확인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년여성의 건강보존에 가장 큰 향요인은 건강증진행

임을 확인하 고 배우자 유무가 향요인으로 확인되

었다. 본 연구는 노년기를 비해야 하는 년여성의 건

강보존  증진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한 것에 본 연구

의 의의가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 로 년여성들의 건

강보존  건강증진행 의 요성을 인식하고 신체 , 

정신  건강 유지  변화에 해 올바르게 처할 수 있

는 구체 인 실천방안에 한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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