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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감사사사사의의의의 글글글글

무엇인가 마무리한다는 것은 늘 뿌듯함과 동시에 아쉬움이 남는 일인 것 같습

니다. 부끄러운 글 이나마 세상에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

하였습니다.

우선 학문적으로 성장하도록 배움의 길을 허락하여 준 연세대학교와 간호대학

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석사과정을 무사히 마치도록 등록금 지원을 해 주신 ‘김

사사가와 기금운영위원회’와 공부하는 동안 마음이 안정을 찾도록 재정적 지원을

해 주신 ‘인석의료재단’ 김광태 이사장님께 한없이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한국

유학을 추천해준 중국 延邊大學護理學院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반듯하고 참된 지식인의 모습으로 논문의 구성에서부터 완성에 이르기

까지 세심한 지도와 격려로 이끌어주시고 논문의 가치와 진행을 저보다 더 고민

해주셨고 영문 요약까지 도와주신 김수 교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인내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보여 주시고 저의 부족한 부분을 충고와 권면으로

메워주시며 학자로서 성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모범이 되시고 논문의 방향을 잡지

못해 방황하는 저에게 예리한 통찰력으로 조언을 주시고 꼼꼼히 지도 해 주신 장

순복 교수님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저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시고 항

상 애정 어린 격려와 사랑으로 용기를 주시며 자료수집에 아낌없는 지지를 주시

고 끊임없는 열정과 도전의 모습을 보여주신 延邊大學護理學院 이춘옥 교수님께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까지 올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삶의 자세를 가르쳐주시고 항상

부드러운 미소와 차분한 모습으로 뜨거운 사랑을 주신 김모임 교수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공부하는 동안 엄숙하면서도 부드럽고 따뜻한 사랑으로 생활과

학습에서 많은 도움과 가르침을 주시고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오가실 교

수님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석사과정 동안 따뜻하게 배려해주시고 성심껏

도와주신 이원희 교수님, 어려운 유학생활에 힘이 되어주시고 뜨거운 관심을 보여

주신 이정열 학장님, 김소야자 교수님, 김의숙 회장님, 강규숙 교수님, 김조자 교수



님, 고일선 교수님, 김인숙 교수님을 비롯한 간호대학 전체 교수님들께 뜨거운 감

사를 드립니다. 저의 일을 서슴치않고 성심껏 도와주신 서경수 선생님과 권광택 선

생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항상 용기와 격려를 주시고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해주신 중

국 延邊大學護理學院 金東旭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수집에 고생하신 金錦珍, 王鳳坤, 崔英善 선생님과 설문지 번역에

많은 도움을 주신 金玉雪 선생님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2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어려울 때 힘이 되어 항상 기댈 수 있도록 따뜻한 우정을 나누고 영어 요약을 비

롯하여 많은 도움을 준 이미라 선생한테 진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유학생활에 서로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며 배움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동고동락한 최문향, 김승희 선생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저를 아껴주시고

세심하게 보살펴주신 김영란 수간호사님, 저에게 잊지 못할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

신 양은영 선생님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저에게 언니 같은 사랑으로 생

활상 많은 도움을 주신 권인숙 선생님, 항상 겸손하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이미지

로 천사같이 저에게 도움을 주신 김성아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부하는 저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길러주신 시아

버님과 시어머님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조건 없이

무한한 사랑을 주신 어머님, 살아 계셨다면 은은한 미소로 누구보다 크게 축하해

주셨을 아버지께 한없는 사랑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동생 때문에 묵묵히 아픔을

밟아가며 응원해주는 仁子언니, 부족한 저를 자랑으로 여기시고 물심양력으로 도

움을 주신 永哲 오빠와 順實 언니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변함없는 애

정으로 항상 더 큰 사랑을 주시고 모든 것을 인내하며 나의 빈자리를 메꾸어 주

신 한없이 소중한 남편 元虎씨와 보살펴주지 못해 마음이 너무 아프게 하는, 사랑

하는 아들 崔軒이와 이 작은 결실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2년의 대학원 생활은 정말 멋진 선택이었으며 후회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

로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는 다짐을 하며 희망을 가져 봅니다.

2005년 12월 최인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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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국문문문문 요요요요약약약약

중중중중국국국국 연연연연변변변변지지지지역역역역 중중중중년년년년여여여여성성성성의의의의

건건건건강강강강증증증증진진진진행행행행위위위위 영영영영향향향향 요요요요인인인인

본 연구는 중국 중년 여성의 폐경상태에 따른 건강 증진 행위 수행정도와 관

련요인을 규명하려는 탐색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중국 연변지역에

거주하는 40~60세 중년여성으로 총 406명이었고 자료수집기간은 2004년 10월 1일

부터 11월 20일까지였고 질문지를 통한 자가 보고식으로 자료수집 하였다.

본 연구의 건강증진행위 도구는 Walker, Sechrist & Pender(1995)의 HPLP-Ⅱ

를 김수(2001)가 번안한 도구 52문항으로 건강책임, 운동, 영양, 자아실현, 대인관

계, 스트레스 조절 등 6개 하부영역으로 구성 되였다. 갱년기 증상은 지성애(1983)

의 폐경 증상 도구 19문항, 폐경에 대한 태도는 지성애(1983)의 발달현상에 대한

태도 측정 도구 중 폐경에 대한 태도 9문항, 폐경지식은 Polit & Larrocco(1980)의

폐경지식 및 태도를 기초로 한 송인숙(1984)의 폐경지식 척도를 송애리(1997)가

수정 보완한 도구로 총 14문항, 성 정체감은 Bem(1974)의 단축형 BSRI를 정옥분

(1986)이 번안하고 김현화(1992)가 수정 보완한 척도를 수정보완한 도구로 남성성

10문항, 여성성 10문항이었고, 건강지각은 Speake 등(1989)이 사용한 도구를 박명

희(1997)가 수정 보완한 2문항, 사회적지지는 Abbey, Abramis 와 Caplan(1985)의

도구를 전지아(1990)가 번안하고 유성은(1997)이 수정 보완한 도구 11문항을 사

용하였다.

자료는 기술통계, t-검정, 분산분석, 상관분석,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체 연구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는 5점 척도에서 평균평점 2.34점이

었고 폐경전기군은 2.36점, 폐경기군은 2.35점, 폐경후기군은 2.31점이었고 세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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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위영역별로는 전체대상자에서 대인관계, 자아실현영역

이 각각 2.68점, 2.5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영양과 스트레스조절이 2.40점,

2.39점으로 중간 점수를 나타냈으며 건강책임과 운동이 2.12점, 1.88점으로 가장 낮

은 점수를 나타냈다. 건강증진행위와 6개 하위영역은 폐경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2. 전체 대상자의 갱년기 증상은 평균 평점 2.24점이었고 폐경후기군이 폐경전기

군보다 갱년기 증상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2). 폐경지식은 6.94점이었고

폐경후기군이 폐경전기군보다 폐경지식점수가 높았으며(p=.011) 폐경에 대한 태도

는 평균 평전 3.01점이었고 폐경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상자의 성

정체감 유형은 폐경전기군에서 양성성이, 폐경기와 폐경후기군에서는 남성성이 가

장 많았으며 세군에서 모두 미분화성이 가장 적었고 폐경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건강지각은 평균 평점 2.23점이었고 폐경전기군이 폐경후기군보다

자신의 건강상태를 양호하게 지각하였다(p=.000). 사회적 지지 점수는 41.05점이었

고 폐경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전체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는 직업유무(p=0.000), 교육정도(p=0.000),

경제상태(p=0.000), 결혼만족도(p=0.000)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폐경전기군

은 직업유무(p=0.07), 교육정도(p=0.000), 경제상태 (p=0.000), 결혼만족도(p=0.000),

호르몬 치료 유무(p=.013)에 따라 건강증진행위 수행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폐

경기군은 일반적 특성에 따라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가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폐

경후기군은 직업이 있는 경우가 건강증진행위를 더 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37).

4. 전체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 수행점수는 양성성(126.60점), 남성성(124.61점), 여

성성(121.27점)인 경우가 미분화성(112.52점)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p=.000).

폐경전기군에서는 양성성(127.13점), 남성성(127.02점)인 경우가 미분화성(113.89점)

인 경우보다 건강증진행위 수행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p=0.000). 폐경기군은 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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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 유형에 따라 건강증진행위 수행이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폐경후기군은 양성

성(126.62점)인 경우가 미분화성(110.72점)인 경우보다 건강증진행위 수행점수가

높게 나타났다(p=0.004).

5. 전체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는 폐경지식(r=.13, p=.007), 건강지각(r=.25, p=.000),

사회적 지지(r=.17, p=.000)와 순 상관관계를 보였고 갱년기 증상과(r=-.19, p=.000)

역 상관관계를 보였다. 폐경전기군의 건강증진행위는 폐경지식(r=.20, p=.005), 건

강지각(r=.34, p=.000), 사회적 지지(r=.14, p=.040)와 순 상관관계를 보였고, 갱년기

증상(r=-.16, p=.017), BMI (r=-.16, p=.017)은 역 상관관계를 보였다. 폐경기군의

건강증진행위와 폐경지식(r=.32, p=.022)은 순 상관관계를 보였고 폐경후기군의

건강증진행위는 건강지각(r=.24, p=.006), 사회적 지지(r=.25, p=.004)와 순 상관관계

를 보였고 갱년기 증상(r=-.28, p=.001)과는 역 상관관계를 보였다.

6. 건강증진행위 수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건강증진행위 수행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던 변수를 포함시켜 단계적 다중회귀 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한 결과 전체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는 성 정체감, 건강지

각, 교육정도, 경제상태, 사회적지지에 의해 16.7% 설명되었고 양성 성 정체감

(β=.26) 이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였다. 폐경전기군의 건강증진행위는 성 정체감,

경제상태, 건강지각에 의해 23.3% 설명되었고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양성 성 정체감(β=.32) 이었다. 폐경기군의 건강증진행위는 폐경지식에 의해 9.0 %

설명되었다. 폐경후기군의 건강증진행위는 갱년기 증상과 양성성 정체감에 의해

9.4% 설명되었고 갱년기 증상( β=.26)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

핵핵핵핵심심심심되되되되는는는는 말말말말: 건강증진행위, 갱년기 증상, 폐경지식, 폐경에 대한 태도, 성 정체감,

건강지각, 사회적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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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서서서서 론론론론

1111....연연연연구구구구의의의의 필필필필요요요요성성성성

과학의 발달은 인간의 평균 수명을 연장시켜 중국 여성의 평균 수명은 1990년

70.5세로부터 2000년 73.3세로 증가하여 (中国卫生 提要, 2003) 중년이후의 여

성인구가 현저하게 증가되고 있다. 중년기는 생의 발달 단계에서 청년기와 노년기

의 중간시기에 있는 시기로 학자마다 의견을 달리하고 있으나 대개는 40세에서

60세까지를 말한다.

이시기의 여성들은 호르몬의 변화로 폐경이라는 생리적 변화를 경험하는데 중

국여성의 폐경연령은 앞당겨지고 있는 추세이고(鄧小虹, 2002) 이는 초경연령, 산

과력, 질병과 관계있고 특히 생활양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張淑彩, 2004). 중년

기에 나타나는 자연적인 생리현상인 폐경을 전후해서 다양하고 개별적인 증상을

경험하는데 7001명의 중국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상자의 86.8%가

갱년기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陳華, 2003). 또한 폐경의 문제로 여러 신

체 체계에 영향을 주어 골다공증, 심맥관계 질환, 비뇨생식기에 다양한 건강문제를

초래할 뿐 아니라 암과 기타 만성질환에 이환되기 쉽다(Bee & Mitchell, 1980).

중년기는 사회 심리적으로 자녀독립에 따른 역할 변화와 더불어 역할 갈등, 상

실감, 고립, 위축 등의 정서적 문제들을 경험하는 시기이고 반면에 타성과 주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여러 사람들의 요구에 대응하여야 하는 시기로써 특별하게

질병의 위기가 없는 한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일 시간이 거의 없

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중년기는 특히 건강에 영향 받는 시기로서 이러한

변화에 잘 대처하여 건강하고 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년기

의 건강관리가 특별히 요구된다.

한편 건강에 대한 관심은 사회변화와 함께 그 폭이 다양해졌으며, 치료 위주

의 개념으로부터 건강유지, 증진을 위한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다(서연옥,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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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보건위생국(Surgeon General's Report, 1990)에 의하면 매년 발생되는 질

병의 50% 정도가 불건전한 생활양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됨으로서 생활양식

이 건강유지에 있어 중요한 결정 요소임을 시사하고 있다. 인간은 대개 건강하게

태어나지만 개인의 잘못된 생활양식과 환경여건 때문에 질병에 걸릴 수 있으며

질병치료와 예방을 위한 의료서비스만으로 부족하여 개인 자신의 올바른 건강증

진 생활양식과 건강에 좋은 환경여건조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Taylor,

1981).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들이 많지만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

화와 요구 그리고 중년기에 나타나는 증상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증상예방에 초

점을 둔 질병중심의 자가 간호에 관계된 내용(McElmurry & Huddleston, 1991)이

대부분이었다. 최근 건강증진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건강증진행위에 관한 연

구가 미국과 한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Duffy, 1988; Gillis & Perry, 1991;

권영숙, 1998; 박재순, 1995; 박명희, 1997; 박정숙, 2002; 박현숙, 2002; 서연옥,

1995; 이숙자, 1996; 이군자, 2003; 유은광, 김명희, 김태경,1999;, 윤은자, 2000; 장

혜숙, 2000; 최은영, 1998) 특히 건강 증진행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도 많이 진

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권영숙, 1998; 박명희, 1997; 이숙자, 1996)에서는 중년여

성을 일괄적으로 분석하여 폐경여부에 따른 건강증진행위의 특성이나 차이를 분

별하기 어렵다. 여성은 규칙적인 월경이 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젊고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 적게 가지지만 점진적인 생식기능의 감퇴에 따라

다양한 신체적인 증상을 경험하면서 건강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게 되고 비로서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박재순, 1995). 따라서 중년

여성을 폐경상태에 따라 폐경전기, 폐경기, 폐경후기 세 그룹으로 나누어 건강증

진 행위 영향요인을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중년기가 변화를 동반하여 여성들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

고 중국에서 정책적으로 중년여성의 건강증진행위 관계 자료는 부족한 상황이다.

중국 보건복지부가 여성건강에 대한 관심은 모성건강 혹은 아동건강을 위주로 보

건사업이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왔을 뿐이고 국가차원의 건강관리 대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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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못하고 있어 국가적으로 중년여성의 건강관리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

다. 그러므로 중국 중년여성의 건강증진 행위관련 자료가 제시된다면 국민건강관

리사업의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연변지역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폐경상태에 따른 건

강 증진 행위 수행정도를 파악하고 그 영향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며, 그 요인

들의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중년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전략 수립에 기여

하고자 한다.

2222.... 연연연연구구구구목목목목적적적적

본 연구의 목적은 폐경상태에 따른 중국 중년 여성의 건강 증진 행위 수행정

도를 파악하고 건강증진 행위 영향요인을 규명하여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간호중

재 방안 모색의 참고자료를 제시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중년여성의 건강증진 행위와 제 요인(일반특성, 폐경관련요인, 성 정체감,

인지지각요인, 대인관계요인) 정도를 파악한다.

2. 중년여성의 건강증진행위와 제 요인간의 관계를 규명한다.

3. 중년 여성의 건강증진 행위의 영향요인을 규명한다.

3333.... 용용용용어어어어정정정정의의의의

1111.... 중중중중년년년년 여여여여성성성성

생의 발달단계에서 청년과 노년의 중간시기에 있는 여성을 말하며 중년기를

정의하는 나이는 학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 40-60세에 있는 여

성을 의미한다.

2222.... 폐폐폐폐경경경경상상상상태태태태

질병과는 관계없이 월경의 유무와 규칙성의 상태로서 폐경전기는 규칙적인 월

경이 있는 시기로 3개월 이내에 월경을 한 상태, 폐경기는 월경주기가 불규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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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월경이 12개월 이내에 있는 상태, 폐경후기는 1년이상 월경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최연순 외, 1994).

3333.... 건건건건강강강강증증증증진진진진 행행행행위위위위

개인이나 집단에게 안녕 수준을 높이고 자아실현과 만족감을 유지, 강화시키

는 통합적 행위이다(Pender, 1982). 본 연구에서는 Walker, Sechrist & Pender

(1995)가 기존의 HPLP(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를 수정 보완하여 개발

한 HPLP-Ⅱ를 김수(2001)가 번안한 도구를 보완 수정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하

고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의 실천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4444.... 갱갱갱갱년년년년기기기기 증증증증상상상상

여성이 생식기에서 비 생식기로 이행됨을 나타내주는 폐경을 전후하여 나타내

는 증상으로 폐경증상보다는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며 난소의 기능쇠퇴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내분비학적 변화로 인한 일련의 증후군 뿐 아니라 노화과정에

적응하는 변화로 인한 사회, 심리적 요인이 복합된 다양한 증상을 말한다(Willsom

& Carrington, 1987), 본 연구에서는 지성애(1983)의 갱년기 증상 측정도구를 보완

수정하여 측정된 점수를 의미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갱년기 증상이 심하다.

5555.... 폐폐폐폐경경경경지지지지식식식식

여성이 생식기에서 비 생식기로 전환되면서 우리 몸에 나타나는 변화를 이해

하는 정도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Polit & Larrocco (1980)의 폐경지식 및 태도

를 중심으로 한 송인숙(1984)의 폐경지식 척도를 송애리(1997)가 수정 보완한 도

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정도가 높다.

6666.... 폐폐폐폐경경경경에에에에 대대대대한한한한 태태태태도도도도

여성의 생의 발달단계에서 갱년기에 경험하는 폐경에 대한 평가적, 감정적인

의견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성애(1983)에 의해 개발된 발달현상에 대한 태도 측정

도구 중 폐경에 대한 태도 측정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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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경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다.

7777.... 성성성성 정정정정체체체체감감감감

특정한 성별에 대해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고정 관념화된 기준을 개인이 내면

화시킨 정도이다(임정빈,정혜정,1996). 즉 사회가 각 성에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특

성이나 태도 또는 흥미를 동일시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성 정체감이다. 본 연

구에서는 Bem (1974)의 단축형 Bem Sex Role Inventory (BSRI)를 정옥분(1986)

이 번안한 도구를 김현화(1992)가 보완 수정한 도구를 보완 수정하여 사용하여 중

앙치 반분법으로 남성성, 여성성, 양성성, 미분화성 집단으로 분류한다.

8888.... 건건건건강강강강지지지지각각각각

개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Ware,1976)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Speake 등(1989)이 사용한 도구를 박명희(1997)가 보완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현재의 전반적인 건강상태, 동년배의 다른 사람과 비교한 건강상태에 대한 지각을

측정한 점수를 말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건강상태가 양호하다.

9999.... 사사사사회회회회적적적적 지지지지지지지지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이나 단체, 지역사회에 의한 결속을 통하여 얻기 쉬운 지

지로 스트레스 발생을 예방 혹은 경감하고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Abbey, Abramis, & Caplan (1985)이 고안하고 전지아(1990)가 번안하

고 유성은(1997)이 보완 수정하여 사용한 사회적 지지 척도로 측정한 점수를 말하

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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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문문문문헌헌헌헌고고고고찰찰찰찰

1111.... 중중중중국국국국 중중중중년년년년 여여여여성성성성

여성의 중년기는 생의 발달단계 중 성숙기와 노년기의 중간단계에 있는 시기

로서 중년기로 정의되는 나이는 각 문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40세

에서 60세에 해당되고 이 시기에 폐경을 경험한다. 여성의 생의 주기에서 폐경은

평균 50세를 전후하여 발생하는데 중국여성의 평균 폐경 연령은 49±3.7세다(全国围
期妇女健康 查协作 , 1990). 여성이 경험하는 폐경은 비교적 돌발적이고 순간

적인 현상을 의미하지만, 월경이 정지되기까지는 이미 수년 전부터 난포의 소진으

로 인한 일련의 생리적, 신체적 변화가 서서히 나타난다. 중년여성의 규칙적인 월

경이 주지적으로 있는 폐경전기, 폐경을 앞두고 월경의 다양한 변화를 나타내는

시기를 포함하여 마지막 월경 후 1년간 무 월경 상태가 지속되는 폐경기, 그리고

그 이후의 폐경후기를 경험하게 된다(최연순 등, 1994)

중년여성은 모든 기관의 기능 감퇴, 노화 및 호르몬변화로 폐경을 맞으면서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포함하여 다양하고 개별적인 갱년기 증상을 경험한다.

또한 이 시기에 가족관계, 자녀양육 ,건강문제의 변화를 경험하고 질병, 부모 혹은

남편의 죽음, 이혼, 별거, 실직 등의 개인적 변화나 생활사건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상태와 건강행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Mckinlay &

Brambilla, 1987). 이처럼 중년기는 다양한 생활사건과 갈등들이 개인의 신체기능

장애와 심리적 적응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건강관리 측면에 대한 관심이 특

별히 요구되는 시기이다.

중국 중년여성은 사회에서는 중심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가정에서는 위로

는 노인을 부양하고 자녀를 양육해야하는 이중부담을 겪고 있다(王春梅, 1995). 개

혁개방이후 상품경제의 발달과 함께 성 관념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여성은

자아에 대한 가치와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를 인식하게 되었고 또한 스스로 결정

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지연, 2001) 가정에서 부부간의 관계는 수평적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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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년간 내려온 남성중심적인 사회의 영향으로 여성은 여전히 의존적이며 자기

비하 심리에 속박되어 있으며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성별에 대한 차별은 여성

으로 하여금 항상 불리한 위치에 있게 한다(王春梅, 1995).

중년기의 여성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역할로 인해 자신의 건강관리가 소홀히

되어, 건강문제 유발에 있어 남성보다 더 높은 이환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는데(변종화, 1994) 趙更力(2002)의 중국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상자의 41.4%만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건강관리를 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국 중년여성의 절반이상이 건강관리에 취약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중국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폐경연령 관련요인 분석(張淞

文, 2002), 갱년기증상과 관련요인 분석(朱凤华, 2000; 蔡彩香，1999; 华，2003),

폐경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李春玉，2002）, 보건 지식, 태도, 행위에 관한 연구

(张淑菜，2004; 趙更力，2002)가 있었지만 건강증진행위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중년여성의 노화를 방지하고 질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는 중년기

를 수동적으로 참고 견디어 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예방적 건강행위를

도모해야 할 것이며,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행위들이 일상생활 내에 통합되어

바람직한 건강행위 및 습관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박현숙, 2002). 즉 신체 생

리적 변화에 따른 질병이환의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동시에 자신이

이전에 형성해 온 일상적인 건강생활양식을 증진적 측면으로 유도하고 실천하기

위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체계가 개발, 적용되어야 한다. 중년기에 나타나는 생리

적, 사회 심리적 변화들을 생의 자연적인 한 과정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건강수준을 유지,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을 수행 하는 것이 중년기 및 이후의 질

적 삶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2222.... 건건건건강강강강증증증증진진진진행행행행위위위위

과학기술, 의학 및 경제발전으로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건강에 대한



- 8 -

관심은 사회변화와 함께 그 폭이 다양해지고 있다. 건강은 유전, 환경, 그리고 개

인의 행위에 의해 결정되며, 환경과 행위는 인간의 통제 하에 있다(Taylor,

Denham & Ureda, 1982). 특히 건강에 관련된 행위는 어린 시절부터 습관화 되어

진 생활양식으로부터 오며, 환경의 개선이나 좋은 생활양식을 갖게 하는 건강증진

행위가 질병 발생율을 감소시키고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 의료분야에 있어

서 건강증진행위 개념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었다(Walker, Scherist & Pender,

1987; Stachtchenko & Jenicek, 1990).

건강증진 개념을 살펴보면 미국 간호협회는 건강증진을 단순히 질병의 부재가

아니라 개인의 발달적, 행동적 잠재력이 가장 완벽하게 실현되는 인간의 역동적

상태라고 하였고(Duffy, 1988) 건강증진을 “ 인간이 그들의 건강을 개선하고 통제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과정”(WHO, 1986)이며 최적의 건강상태를 향해 생

활양식을 변화시킬수 있도록 돕는 과학이며 예술이라고 정의하였다(변영순, 장희

정, 1992). Minkler(1989)는 건강교육과 건강 지지의 조합을 건강 증진으로 설명하

였고, Stachtchenko(1990)는 건강증진은 생활 방식의 수정에 강조를 두며, 건강의

결정 인자에 대한 통제를 증가시키고, 건강을 개선시키기 위해 개인과 지역사회가

힘을 갖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오현수(1993)는 건강증진은 대상자가 자신이

현실에 입각하여 개인적, 사회적 건강 인자를 선택, 통합함으로써 스스로 건강 체

험 및 충만감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임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Shamansky & Clausen (1980)은 건강증진은 최적의 건강 상태가 되도록 돕고 스

트레스에 견디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건강증진은 질병통제 이상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된 생활양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고 하였다.

건강증진 행위는 물리적 환경과 보건사업보다는 생활양식과 관련된 변화의 투

입과 과정임을 강조하는것(Stachtchenko, 1990)으로 개인의 안녕수준의 유지, 증진

과 자아완성, 성숙을 향한 행동이라고 (윤진, 1990) 정의하였고 따라서 건강증진

행위는 개인의 건강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개인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성장과 발전, 최적의 건강상태에 이르게 한다(Duncan & Gold, 1986).

Pender(1982)는 건강증진은 건강한 생활양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인적이거나

지역 사회적 활동으로써 개인의 안녕 수준과 만족감을 유지하거나 높이고 자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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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을 하는 방향으로 취해지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건강한 생활양식의 상호보완

적 요소로서 건강보호행위와 건강증진행위를 제안하였으며 건강증진 모형을 제시

하여 건강행위를 설명하였다. Walker등(1987)은 Pender의 건강증진 모형에서 출발

하여 건강증진 생활양식을 정의하고 목적의식을 갖고 개인의 발전 및 자기인식

과 만족을 경험하는 자아실현, 자신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돌보거나

필요시 건강교육을 받는 건강책임, 규칙적인 양상을 지니는 운동, 음식의 선택과

식사양상을 설정하는 영양, 친밀감 및 친교와 관련된 관계를 유지하는 대인관계지

지 그리고 스트레스원을 인식하고 이완하는 스트레스 조절 등 6개 하부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이상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건강증진행위는 삶을 살아가는 개인의 독특한 생활

습관으로 질병의 예방만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통제와 선택능력을 통

하여 적응을 강화시키고 최적의 기능상태로 만들어주며, 안녕을 극대화하고, 자아

완성 의식을 확대시켜 보다 나은 삶을 가꾸어가는 행위이다 .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건강증진관련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와서 폐경 이후의 질적인 삶을 추구하

기 위한 개인이나 사회적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중년여성의 건강증진행위 영향요

인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권영숙, 1998; 박명희, 1997; 박재순,

1995; 이숙자, 1996).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Pender의 건강증진 모형으로 건강증진의 영향요인을

예측하였다. Pender(1987)의 모형은 인간의 건강증진 행위를 예측하기에 적합한

모형이기는 하나, 모형이 방대하여 모형전체를 한 연구에서 검증하는 것은 제한

(Johnson, Ratner, Bottorff & Hayduk, 1993) 이라는 점과 중년 여성의 생리적, 사

회 심리적 특성이 남성과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여 Pender(1987)의 모형을 참고로

하고 여성건강과 건강증진 행위 및 여성철학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고찰을 근거로

하여 폐경 관련 요인, 성 정체감, 인지지각 요인, 대인관계요인을 포함시켜 그 영

향력의 정도를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현재 중국에는 중년여성의 건강증진관련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년여성에게 자신의 신체 생리적 변화에 대한 정보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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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에 대한 지침이 될 만한 다양한 안내서들이 널리 보급되고 있지 않았고 더구

나 건강증진적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운영되고 있지 않다.

3333.... 건건건건강강강강증증증증진진진진행행행행위위위위 관관관관련련련련요요요요인인인인

3333.... 1111.... 인인인인구구구구학학학학적적적적 요요요요인인인인

건강증진행위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주

는 인구학적 요인을 살펴보면 건강증진행위는 연령(이숙자, 1996), 교육수준, 경제

상태(김정희, 1985; 권영숙, 1998; 이군자, 2003; 이영휘, 1988; 이숙자, 1996; 유은

광, 1999; 윤은자, 2000), 종교, 결혼상태(이군자, 2003; 최은영, 1998), 건강보조식품

복용, 산후조리기간(유은광, 1999), 결혼만족도(이군자, 2003; 유은광, 1999; 장혜숙,

2000; 최은영, 1998), 체중지각(최은영, 1998)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최은

영(1998)의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 체중지각, 직업을 건강증진행위의 예측요인으

로 설명하고 있으며 한경희(2001)의 연구에서 결혼생활만족도의 설명력은 4.7%였

다. 서연옥(1996)의 연구에서 가장 설명력이 있는 것은 강인성과 결혼만족도였다.

인구학적 요인에서 대인관계요인은 결혼만족도, 인지지각 요인으로는 자신의 체중

조절 필요성을 의미하는 체중지각이 유의한 변수로 확정 되였다.

3333.... 2222.... 갱갱갱갱년년년년기기기기 증증증증상상상상

중년기의 폐경을 전후하여 나타나는 갱년기 증상은 폐경 증상보다는 더 포괄

적인 의미로서 난소기능 쇠퇴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호르몬의 변화결과로 나타나

는 증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정신신체적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그 양상이

다양하고 개인차가 많다. 갱년기 증상은 에스트로겐의 결핍과 관련된 내분비의 이

상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 심리적 요인과의 상호

작용으로 초래되는 증상으로(Pearson, 1982) 호르몬 불균형에 의해 나타난다기보

다 오히려 정서. 심리적 요인과 여성의 생활양상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다

(Permutter, 1978).

갱년기 증상도 노화현상의 일부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증상을 살펴보면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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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증상은 주로 난포자극 호르몬이 증가됨에 따라 자율신경계의 불안정해짐으로

써 초래된다. 즉 열감, 발한, 심계항진, 뇌혈관질환, 관상동맥질환 등의 심렬관계증

상과 요통, 관절통, 근육통, 유방통, 설사, 변비, 수족냉증 등의 감각 이상, 자궁점

액 감소로 인한 질염, 성교 통, 소양증, 근육수축력의 감소로 인한 요실금, 그 외

체중증가, 골다공증 시력저하 등의 증상이 있다. 정신 신체적 증상은 자율신경계와

성격 및 심리적 요인이 복합되어 가슴이 두근거림, 현기증, 피로 두통 등을 나타내

고 정신적인 증상은 신체적 변화와 기타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한 갈등 등이 스

트레스가 되어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므로 불면, 두려움, 우울, 신경과민, 집중력 결

핍, 질식감, 초조와 불안정, 폭발적 울음 등을 나타낸다고 하였다(아주대학교의료

원 갱년기연구회, 1997). 이러한 갱년기 증상은 난소기능 저하요인, 여성의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 문화적 요인, 여성의 성격에 따른 정신적 요인들의 상호작용

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난다(대한산부인과학회, 1991).

중년여성의 건강증진생활양식이 갱년기 증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보고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건강증진행위와 갱년기 증상은 역상관관계가 있었

고 (권영숙, 1998; 장혜숙, 2000; 유은광, 1999) 음식습관과 사교생활빈도에 따라

갱년기 증상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陳華, 2002) 반면에 이군자(2003)의 연구

에서 건강증진행위와 갱년기 증상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어 이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3333.... 3333.... 폐폐폐폐경경경경지지지지식식식식

중년기 여성은 신체 및 정신적으로 나타나는 변화와 대처방법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얻음으로써 변화에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 증상을 완화시켜 보다 나

은 건강상태와 안녕감을 얻을수 있는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염순교(1997)는 정보 유무에 따라 건강증진 행위는 차이가 있으므로 정보가 있

다면 대부분 건강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였고 최남연, 최소영, 조혜진

(1998)은 예방행위를 증진하기 위한 변인 중 건강에 대한 지식은 태도변화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지식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건강행위 실천율이 높다고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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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연 등(1998)과 현석경(2002)의 폐경관리 정도와 폐경지식과의 상관관계 조

사에서 폐경지식이 높을수록 폐경관리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이군자(2003)의 연구

에서 폐경지식과 건강증진행위간에는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볼 때 중년여성의 폐경지식은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기 위한 기초가

될수 있다. 王 (1998) 과 李 (2000)의 중국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80%가 폐경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중국 중년여성의 폐경지식

은 낮았다(趙更力,2002). 이로부터 특히 중국 중년여성은 신체와 생리적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인지하게 하여 변화에 긍정적으로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

3333.... 4444.... 폐폐폐폐경경경경에에에에 대대대대한한한한 태태태태도도도도

Maoz(1977) 등은 여성의 생의 발달단계에서 중년기에 경험하는 폐경에 대한 평

가적, 감정적인 의견을 인지하기 위해 5가지 면으로 폐경에 대한 태도척도를 개발

하였다. 즉 임신과 출산, 여성다움, 정신 및 신체건강, 남편과의 관계, 개인 사회적

지위의 측면에서 폐경이 자신에게 이익인지 혹은 상실인지를 평가함으로써 호의

적 또는 비호의적인 태도를 갖는다고 하였다(지성애, 1983).

월경과 임신능력이 소실되는 폐경은 여성의 매력과 젊음, 존재가치의 상실을 의

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폐경후에 여성적인 매력과 남편의 관심을 잃지

않을까 근심하며 결혼생활에 파국이 오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하였고(지성애,

1983) 월경중단이 젊음, 여성성, 여성다움을 상실시키는 사건이므로 이에 따라 스

트레스를 받는다고 보았다(박애심, 1981).

폐경에 대한 태도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중국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李春玉(2002)의 질적 연구에서 대부분 대상자들은 폐경은 여성 매력

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하였고 자신을 ‘지는 해’에 비유하는 등 부정적적 입장을 취

하였다. 이처럼 폐경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반면에 많은 여성들은 폐경을

하나의 ‘통과의례’로 인식하며 별로 중요치 않은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Lennon, 1980).

폐경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는 이 시기를 경험하는 개인에게

중요한 영향을 줄수 있고 (최혜원, 1998) 중년여성들의 폐경관리 정도가 낮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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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폐경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이 강하고 정보부족이라고 한 선행연구 (송애리,

1997)에 비추어 건강증진행위와 폐경에 대한 태도는 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333.... 5555.... 성성성성 정정정정체체체체감감감감

성 정체감(Gender indentity)은 한 개인을 특징짓는 성격 특성과 행동 특성의

집합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남성성 또는 여성성을 지

녔다고 보는가를 나타는 것이다. 즉 성 정체감은 남성 또는 여성으로 자기의 기본

적인 생물학적 특징을 알게 되고, 이를 수용하며 ,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을

구별하여 자기의 성에 맞는 성격, 관심, 기호, 행동 등을 채택하며, 자신이 문화적

표준에 의하여 정의된 남성성 혹은 여성성을 얼마나 지녔는가를 지각하는 자기

지각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이옥형, 1993).

인간은 성 정체감을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고 성 정체감은 인간

발달의 초기에 형성된다고 한다. 그러나 개인의 성 정체감의 내용, 질, 특성은 일

생을 통해 의미 있게 변화 발달한다(이옥형,1993). 즉 성역할 구분은 성별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생의 기간에 의한 구분으로 인식할 수 있다.

남성성과 여성성의 발달은 인간발달의 중요한 측면으로 Bem & Lenney(1976)

는 양성적인 사람은 성에 관계없이 상황에 따라 적절히 행동한다는 것을 발견하

였다. 즉 양성적인 사람이 남성적인 행동영역 뿐만 아니라 여성적인 행동영역에서

도 훨씬 더 잘 수행할 수 있었다.

현대사회의 견해로 보면, 양성성인 사람은 더욱 성숙한 사람, 좀 더 자아확신감

에 차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며, 이들은 자발적이고, 불편함없이 양쪽 모두의 성역

할을 수행할 수 있어(Bem & Lenney, 1974) 남성성이나 여성성의 과업에 따라 적

절히 통합, 대치함으로써 자유감을 느낀다고 하였다(박경숙, 1991).

중년기에 경험하는 폐경은 여성의 성격 및 성 정체감에 비교적 긍정적 영향을

미쳐 이전까지 반대성에서 나타났던 성격 특성이 나타나 남성적 측면을 표현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지배에 관심을 가지며, 경쟁적 충동에 죄의식을 덜 느끼며, 독립

적인 도구적 특징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옥형, 1993). 반면에 어떤 학자는 중년

기에는 양성성 쪽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Gutmann, 1976). 즉 중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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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대부터 지녀온 남성성과 여성성의 재 균형을 이루는 시기로, 양분된 성역할

을 재통합하는 중요한 발달기회라고 볼 수 있으며(박경숙, 1991) 또한 양성적인

사람은 다차원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 중년기여성이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인 변

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양성성의 발달이 적절한 변화라고 제시할수 있다

(박경숙,1991)

건강증진행위와 성격 특성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건강증진 행위를 잘

한다고 하였다(Stuifbergen & Becker, 1994). 최은영(1998)의 연구에서 건강증진

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성역할 정체감으로 건강증진 생활

양식을 38.2% 설명하여 성 정체감이 건강증진행위수행에 중요한 영향변수임을 볼

수 있다.

3333.... 6666.... 건건건건강강강강 지지지지각각각각

건강지각이란 인간의 건강행위를 지배하는 개인적 의미를 말하는 것으로써

(Ware, 1976) Pender(1987)는 건강증진 모형에서 건강증진행위를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으로 건강지각을 제시하였다.

Palank(1991)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인식은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지표와 개개

인의 행동과 밀접한 상호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으며, Baumann(1961)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강에 대한 자아개념에 따라 행위를 다르게 인지한다는 사실을 지

적함으로써 건강지각은 건강행위를 좌우하는 변수로 보고 있다. 그 외 많은 연구

에서 지각된 건강상태가 건강증진행위를 설명하는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Christiansen, 1981; Duffy, 1988; 이태화, 1989; 이숙자, 1996)

자신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건강증진 생활양식을 높게 이

행하였다는 많은 선행연구의 결과가 보고된바 있다(윤은자, 2000). 그 이외에도 건

강상태를 좋게 지각하는 것이 건강증진 행위를 향상시키며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빈도와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Fehir, 1988).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건강상태를 양호하게 지각할수록 건강증진행위를 못한

다는 연구결과들(박재순, 1995; 박명희, 1997; 서연옥, 1995)도 있어 지각된 건강상

태가 동기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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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7777.... 사사사사회회회회적적적적 지지지지지지지지

사회적 지지는 자기 자신이 사랑과 돌봄을 받고 존중되며, 가치 있다고 여겨지

거나 의사소통 관계망이나 상호 의무의 일원이라고 믿어지도록 하는 정보의 구성

요소로서 이러한 정보를 정서적지지, 정보적 지지, 도구적 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Cobb, 1976; 김수진, 2002)

인간은 사회환경속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상호지지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

고 있는데, 이는 인간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이 충족될 수 있는 기본적

인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도복늠, 1992).

많은 연구결과에서 사회적 지지는 자가간호 실천이나 행위 변화에 긍정적 영

향을 주며 건강증진 행위 실천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었고 중년여성의 건강증진

생활방식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노태영, 1997; 서연옥,1995).

이상의 선행연구를 거쳐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그림-1>과 같다. 중년여

성의 건강증진행위의 영향요인은 폐경관련요인, 성 정체감, 인지지각 요인, 대인관

계요인으로 고려되었다. 폐경관련요인에서 갱년기 증상, 폐경지식, 폐경에 대한 태

도가 채택되었고 인지지각요인에서 건강지각, 체중지각이 채택되였고 대인관계요

인에서 사회적 지지와 결혼만족도가 채택되었다.

<그림1>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폐 경 관 련폐 경 관 련폐 경 관 련폐 경 관 련폐 경 관 련폐 경 관 련폐 경 관 련폐 경 관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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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연연연연구구구구방방방방법법법법

1111.... 연연연연구구구구 설설설설계계계계

중국 연길시 중년 여성의 건강증진 행위 수행정도와 건강증진행위 영향요인

으로 사료되는 폐경 관련 요인, 성 정체감, 인지지각 요인, 대인관계요인을 파악하

여 건강증진행위의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횡단적 탐색적 상관관계연구이다.

2222.... 연연연연구구구구 대대대대상상상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중국 연변지역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60세 미만의 조선

족, 한족 및 기타 민족 여성으로서 자궁절제술을 받지 않고 본연구의 참여에 동

의하고 설문지에 응답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이 가능한 여성 406명을 대상으로 하

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될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이며 그 내용은 일반적 특성 및

산과적 특성 15문항, 건강증진행위 52문항, 성 정체감 21문항, 갱년기 증상 19문항,

폐경지식 14문항, 폐경에 대한 태도 9문항, 건강지각 2문항, 사회적지지 11문항, 총

142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도구의 내용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간호대학 교수 2명

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보완하였고 연구자가 도구를 중문으로 번역한 후 중문

을 전공한 석사 과정학생 1명에게 의뢰하여 내용의 타당성을 자문 받아 문구 및

어휘를 보완수정 하였다. 2004년 8월 20일부터 8월 27일 까지 직장인 6명, 자영영

업 4명, 주부 7명, 기타직종 4명 등 21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한글로 된 질문지에서 대상자가 이해하기 힘든

문구를 수정하였다. 조사 시 대부분 대상자에게는 중문으로 된 질문지를 사용하고

중문 이해력이 약한 대상자에게는 한국어로 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3333.... 연연연연구구구구 도도도도구구구구

3333.... 1111.... 건건건건강강강강증증증증진진진진 행행행행위위위위

개인이나 집단의 최적의 안녕. 자아실현. 개인적인 성취를 유지하거나 증진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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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방안으로 취해지는 행위를 말하며(Pender, 1987) 본 연구에서는 Walker,

Sechrist & Pender(1995)가 기존의 HPLP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를

수정 보완하여 개발한 HPLP-Ⅱ를 김수(2001)가 번안한 척도를 중국실정에 맞게

보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건강책임, 운동, 영양, 자아실현, 대인관계,

스트레스 조절 등 6개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었고 4점 척도로 총 52문항으로, 응답

유형은 '전혀 하지 않는다'1점, '일상적으로 한다' 4점으로 최소 52점에서 최고

208점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 행위의 실천정도가 높음을 의

미한다. 김수(2001)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s alpha 값 .93 이였

고 본 연구에서 .90였다.

3333.... 2222.... 갱갱갱갱년년년년기기기기 증증증증상상상상

지성애(1983)의 폐경 증상 척도를 보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19문항으로

갱년기 증상 호소점수는 '전혀 없다' 0점, ‘아주 많이 느낀다' 5점으로 6점척도로

되어있고 최저 1점에서 최고 9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갱년기 증상이 심하다. 지

성애의 연구에서 Cronbach 's alpha 값이 .92 었고 본 연구에서는 .88였다.

3333.... 3333.... 폐폐폐폐경경경경에에에에 대대대대한한한한 태태태태도도도도

지성애(1983)에 의해 고안된 발달현상에 대한 태도 측정 도구 중 폐경에 대한

태도 9문항으로 긍정적 문항은 ‘전적으로 동의 한다’ 5점에서부터 ‘전적으로 반대

한다’1점까지, 7개의 부정적 문항은 반대로 ‘전적으로 동의 한다’ 1점에서부터 ‘전

적으로 반대 한다’ 5점까지 5점 척도였다. 최소 9점에서 최고 45점으로 점수가 높

을수록 폐경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다. 지성애(198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는 Cronbach‘s alpha 값이 .73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58로 낮았다.

3333.... 4444.... 폐폐폐폐경경경경지지지지식식식식

Polit & Larrocco(1980)의 폐경지식 및 태도를 중심으로 송인숙(1984)의 폐경

지식 척도를 송애리(1997)가 수정 보완한 도구로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그렇

다’, ‘아니다’, ‘모르겠다’로 분류하여 정답을 체크한 경우는 1점, 오답에 체크한 경



- 18 -

우는 0점으로 분류하였다. 최저 0점에서 최고 1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정도

가 높음을 의미한다.

3333.... 5555.... 성성성성 정정정정체체체체감감감감

Bem(1974)이 자신이 개발한 성역할 측정도구인 Bem Sex Role Inventory

(BSRI) 를 또다시 요인분석결과로 개선시켜 짧게 만든 형태의 단축형 BSRI를 정

옥분(1986)이 번안하고 김현화(1992)가 수정보완한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였다. 단축형 BSRI도구는 남성성 척도 10문항, 여성성 척도 10문항, 채점을 하지

않는 중성문항이 10문항으로 모두 30문항이었다. 단축형 BSRI는 원래 7점으로 구

성된 Likert 척도였지만 김현화(1992)는 대상자에게 무리한 요구인 것으로 판단하

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언제나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수정하

여 사용하였다. 중성문항의 목적은 연구대상자가 이 척도가 무엇을 측정하는 것인

지 알아 차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분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는 채점을 하지 않는 중성문항 10문항을 삭제하여 남성성 척도 10문항, 여성성

척도 10문항으로 모두 20문항으로 측정하였다.

BSRI 에 나타나는 성별 특성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은 첫번째와 그 다음 매 두

번째는 남성적인 것( 1, 3, 5,) 처음 두번째와 그 다음 매 두번째는 여성적인 것

(2, 4, 6)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점은 중앙치 반분법(median-split method)을 채택

하여 남성성, 여성성 점수 모두가 중앙치 이상이면 양성성 집단에, 남성성이 중앙

치 이상이고 여성성이 중앙치 이하이면 남성성 집단으로, 여성성이 중앙치 이상이

고 남성성이 중앙치 이하면 여성성 집단으로 , 남성성과 여성성이 둘 다 중앙치

이하면 미분화 집단으로 분류한다. 김현화(199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남성성 .80, 여성성 .84로 보고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남성

성 .84, 여성성 .80였다.

3333.... 6666.... 건건건건강강강강지지지지각각각각

Speake 등(1989)이 사용한 도구를 박명희(1997)가 보완 수정한 2문항 도구로 현

재의 전반적인 건강상태, 동년배의 다른 사람과 비교한 건강상태 ‘매우 나쁨’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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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매우 좋음’ 5점의 척도로 평가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지각이 좋음을 의미

한다. 박명희(1997)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0.87었고

본 연구에서는 .83었다.

3333.... 7777.... 사사사사회회회회적적적적지지지지지지지지

사회적 지지 척도는 Abbey, Abramis & Caplan(1985)이 고안하고 전지아(1990)가

번안하고, 이를 유성은(1997)이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

구는 감정, 긍정, 원조의 세 요소에 관한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였고 긍정적 문항

은 6문항으로 ‘아주 조금’ 1점, ‘아주 많이’ 5점으로 되였고 부정적 문항 5문항은

역으로 계산하였다. 점수는 최소 11점에서 최고 5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유성은(199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이 .76

이었고 본 연구에서 .79였다.

4444.... 자자자자료료료료 수수수수집집집집

2004년 8월 20일부터 8월 27일 까지 직장인 6명, 자영영업 4명, 주부 7명,

기타직종 4명 등 21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를 검증하였다. 본 조사는 중국 연변대학 간호대학 석사연구생 2명과 학부생 6명

을 연구보조원으로 하여 2004년 10월 1일부터 11월20일 까지 연변지구 6개 시 2

개 현의 병원, 학교, 정부기관, 市場, 街道에서 40세 이상 60세 미만의 여성을 대

상으로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의 참여 동의를 얻은 후 질문지를 직접 배부한

후 작성법을 설명하고 대상자가 직접 기입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질

문지 완성시간은 15분-40분이었고 평균 소요시간은 21분이었다. 총 610부의 질문

지를 배부하여 477부 회수하여 회수율은 78.2%였고 그중 일반적 사항을 제외한

문항에서 무응답이 있는 자료를 제외하여 총 406명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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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자자자자료료료료 분분분분석석석석

자료분석 방법은 SPSS Win 12.0 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1. 폐경상태에 따른 중년여성의 일반적 특성, 폐경관련요인, 성 정체감, 인지지각

요인, 대인관계요인 및 건강증진 행위 정도는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chi-square 과 ANOVA로 비교하였다.

2. 건강증진 행위와 제 변수사의의 관계는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으로 분석하였다.

3. 건강증진 행위의 영향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로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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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연연연연 구구구구 결결결결 과과과과

1111.... 연연연연구구구구대대대대상상상상자자자자의의의의 일일일일반반반반적적적적 산산산산과과과과적적적적특특특특성성성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1>에 제시 되어있다. 전체 연구대상자 406

명에서 폐경전기군은 220명, 폐경기군은 52명, 폐경후기군은 134명이었다. 전체대

상자의 평균 나이는 48.17세였고 폐경전기군이 44.97세, 폐경기군은 49.00세, 폐경

후기군이 53.12세로 가장 많았다.

민족은 세군에서 모두 한족이 많았는데 폐경전기군은 70.9%(156명), 폐경기군은

63.5%(33명), 폐경후기군은 69.4%(93명)었고 조선족은 폐경전기군에서는 27.7%(61

명), 폐경기군에서는 30.8%(16명), 폐경후기군에서는 25.4%(34명)었다.

종교가 있는 경우는 폐경후기군이 17.9%(2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 순위

는 폐경기군이 13.5%(7명), 폐경전기군이 6.8%(15명)이었고 대부분 대상자는 무교

였다.

직업이 있는 경우는 폐경전기군이 73.6%(162명)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순위는

폐경기군이 67.3%(35명), 폐경후기군이 51.5%(69명)었다.

교육정도는 폐경전기군에서는 고졸이 40.9%(90명)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중

졸이 28.2%(62명)었으며 폐경기군에서는 중졸이 42.3%(22명)로 가장 많았고 그다

음은 고졸이 26.9%(14명)었으며 폐경후기군에서는 초졸이하가 34.3%(46명)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중졸이 31.3%(42명)로 폐경전기군의 교육정도가 가장 높았다.

동거 가족수를 살펴보면 폐경후기군이 3.74명으로 가장 많았고 폐경전기군과

과 폐경기군은 각각 3.37명, 3.39명으로 비슷하였다.

경제상태는 세군에서 모두 ‘보통’이 가장 많았는데 폐경전기군에서는

72.7%(160명), 폐경기군에서는 65.4%(34명), 폐경후기군에서는 71.6%(96명)이었고

‘약간 어렵다’혹은 ‘많이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는 폐경전기군이 13.7%(30명)으로

가장 적었고 폐경기군과 폐경후기군은 각각 21.1%(11명), 19.4%(26명)었다.

결혼상태는 대부분 기혼으로 폐경전기군과 폐경기군은 기혼이 각각



- 22 -

92.3%(203명), 90.4%(47명)이었고 그다음 이혼이 각각 5.0%(11명), 5.8%(3명)으로

많았다. 폐경후기군은 기혼이 82.8%(111명), 두번째로 사별이 14.9%(20명)었다.

결혼만족도는 ‘만족한다’ 혹은 ‘아주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폐경기군이

65.4%(34명)으로 가장 적었고 폐경전기군과 폐경후기군이 각각 72.8%(160명),

70.1%(72명)으로 비슷하였다.

현재 질병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는 폐경기군과 폐경후기군이 각각 36.5%(19명),

34.3%(46명)으로 비슷하게 많았고 폐경기군은 23.6%(52명)었다.

호르몬대치요법 경험이 있는 경우는 폐경기군에서 15.4%(8명)으로 가장 많았고

폐경전기군과 폐경후기군은 각각 6.5%(15명), 7.5%(10명)었으며 대부분 대상자는

호르몬대치요법 경험이 없었다.

체중지각을 살펴보면 체중조절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폐경전기군이

25.9%(57명), 폐경기군이 36.5%(19명), 폐경후기군이 29.1%(39명)으로 폐경기군이 가장

많았다.

BMI를 살펴보면 세군에서 모두 정상체중이 가장 많았는데 폐경전기와 폐경기군은 각

각 79.5%(175명), 78.8%(41명), 폐경후기군이 69.4%(93명)으로 폐경후기군에서 정상체중이

가장 적고 저체중과 과체중은 9.0%(12명), 21.6%(29명)으로 가장 많았다.

초경 연령은 12세부터 21세 사이였으며 전체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15.87세었

다. 그중 폐경전기군과 폐경기군이 각각 15.62세, 15.94세였고 폐경후기군이 16.25

세었다.

폐경연령은 38세부터 57세 사이였으며 평균 48.62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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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중년여성의 일반적산과적 특성

* 무응답 제외

특성 구분
전체
(n=406)

폐경전기군
(n=220)

폐경기군
(n=52)

폐경후기군
(n=134)

인수(%) 인수(%) 인수(%) 인수(%)
민 족

*종 교

직 업

교육정도

경제상태

*결혼상태

*결혼만족도

*질병치료

호르몬요법

체중지각

BMI

가족수

연령

초경

폐경

조선족
한족
기타

유
무

유
무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학이상

많이어렵다
약간어렵다
보통
잘 산다

기혼
사별
이혼
별거

아주 불만족
불 만족
그저그렇다
만족
아주 만족

유
무

유
무

유
무

18.5이하
19.0-24.9
25이상
M±SD

M±SD

M±SD

M±SD

M±SD

111(27.3)
282(69.5)
12 (3.0 )

46 (11.3)
352(86.7)

266(65.5)
140(34.5)

86 (21.2)
126(31.0)
135(33.3)
59 (14.5)

14 (3.4 )
53 (13.1)
290(71.4)
49 (12.1)

361(88.9)
26 (6.4 )
15 (3.7 )
2 (0.5 )

3 (0.7 )
23 (5.7 )
83(20.4)
216(53.2)
72 (17.7)

117(28.8)
384(70.0)

33 (8.1 )
373(91.9)

115(28.3)
391(71.7)

30 (7.4)
309(76.1)
67 (16.5)
22.37±2.77

3.50± .97

48.17±5.0

15.87±1.90

61 (27.7)
156(70.9)
3 (1.4 )

15 (6.8 )
198(90.0)

162(73.6)
58 (26.4)

33 (15.0)
62 (28.2)
90(40.9)
35 (15.9)

5 (2.3 )
25 (11.4)
160(72.7)
30 (13.6)

203(92.3)
4 (1.8 )
11 (5.0 )
1 (0.5 )

1 (0.5 )
10 (4.5 )
45 (20.5)
113(51.4)
47 (21.4)

52 (23.6)
165(75.0)

15 (6.5)
205(93.2)

57 (25.9)
163(74.1)

15 (6.8 )
175(79.5)
30 (13.6)
22.11±2.69

3.37± 0.79

44.97±3.20

15.62±1.82

16(30.8)
33(63.5)
2 ( 3.8)

7 (13.5)
45(86.5)

35(67.3)
17(32.7)

7 (13.5)
22(42.3)
14(26.9)
9 (17.3)

2 ( 3.8)
9(17.3)
34(65.4)
7 (13.5)

47(90.4)
2 ( 3.8)
3 ( 5.8)

5 (9.6)
13(25.0)
31(59.6)
3 (5.8)

19(36.5)
32(61.5)

8 (15.4)
44(84.6)

19(36.5)
33(63.5)

3 (5.8)
41(78.8)
8 (15.4)
22.72±2.44

3.39±.80

49.00±3.20

15.94±1.96

34(25.4)
93(69.4)
7 (5.2 )

24(17.9)
109(81.3)

69(51.5)
65(48.5)

46(34.3)
42(31.3)
31(23.1)
15(11.2)

7 (5.2)
19 (14.2)
96(71.6)
12 (9.0)

111(82.8)
20 (14.9)
1 (0.7 )
1 (0.7 )

2 (1.5)
8 (6.0)
25(18.7)
72(53.7)
22(16.4)

46(34.3)
87(64.9)

10(7.5)
124(92.5)

39(29.1)
95(70.9)

12(9.0)
93(69.4)
29(21.6)
22.64±2.99

3.74±1.20

53.12±3.67

16.25±1.96

48.39±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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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건건건건강강강강증증증증진진진진행행행행위위위위와와와와 제제제제 요요요요인인인인 정정정정도도도도

2222.... 1111.... 건건건건강강강강증증증증진진진진행행행행위위위위 수수수수행행행행 정정정정도도도도

대상자의 폐경상태에 따른 건강증진행위수행정도는 <표2-1>에 제시되어 있

다.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를 살펴보면 전체 연구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

는 5점 척도에서 평균평점 2.34점이었다. 폐경상태에 따라 비교해 보면 폐경전기

군과 폐경기군은 각각 2.36점, 2.35점으로 비슷하였고 폐경후기군은 2.31점으로 가

장 적게 수행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하위영역별로는 전체대상자

에서 대인관계, 자아실현이 각각 2.68점, 2.5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건강책임

과 운동이 2.12점, 1.88점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났으며 영양과 스트레스조절이 2.40

점, 2.39점으로 중간 점수를 나타냈다. 폐경상태에 따라 보면 세군에서 모두 대인

관계 점수가 가장 높았는데 2.63-2.71점사이로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점수는 세군에서 모두 자아실현이었는데 폐경전기군이 2.58점으로

가장 높았고 폐경후기군이 2.4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지만 유의하지 않았다. 중

간 점수인 영양은 폐경기군에서 2.51점으로 폐경전기군의 2.40점, 폐경후기군의

2.38점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유의하지 않았다. 스트레스조절은 폐경전기군에서

2.42점으로 가장 높았고 폐경후기군에서 2.35점으로 가장 낮았지만 유의하지 않았

고 건강책임은 2.11-2.18점사이로 세군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비교적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운동은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영역인데 세군에서 1.87-1.91점사이로

비슷하였다.

2222.... 2222.... 폐폐폐폐경경경경관관관관련련련련요요요요인인인인 정정정정도도도도

대상자의 폐경상태에 따른 폐경관련요인정도는 <표2-1>에 제시되어 있다. 전

체대상자의 갱년기 증상은 총 평점 5점에서 2.24점으로 중간정도를 나타냈다.

그중 가장 많이 호소한 증상은 ‘이유없이 심한 피로를 느낀다’(2.87점), ‘머리가 아

프다’(2.72점), ‘무릎이 쑤신다’(2.70점), ‘진땀이 난다’(2.35점), ‘가슴이 두근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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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35점)‘불면증이 있다’(2.32점)이었다. 폐경후기군이 2.43점, 폐경기군이 2.26점,

폐경전기군이 2.11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사후분석결과 폐경후기군이 폐경

전기군보다 갱년기 증상이 높게 나타났다(p=.002)

전체대상자의 폐경지식은 총점 11점에서 평균 6.94점이었다. 그중 폐경후기군이

7.43점, 폐경기군이 6.96점, 폐경전기군이 6.64점으로 세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

는데 (p=.011) 사후분석결과 폐경후기군이 폐경전기군보다 폐경지식이 유의하게

많았다.

전체 대상자의 폐경태도는 평균 평점 3.01점이었고 폐경전기군과 폐경후기군은

각각 3.02점으로 같았고 폐경기군은 2.96점으로 세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602).

<표2-1> 중년여성의 건강증진행위와 제 요인 정도

*p<0.05 **p<0.01 ***p<0.001 a>b

특성
전체

(n=406)
폐경전기군
(n=220)

폐경기군
(n=52)

폐경후기군
(n=134) F값(p)

M±SD M±SD M±SD M±SD

건건건건강강강강증증증증진진진진행행행행위위위위
건강책임
운동
영양
자아실현
대인관계
스트레스조절

폐폐폐폐경경경경관관관관련련련련요요요요인인인인
갱년기 증상
폐경 지식
폐경에대한태도

인인인인지지지지지지지지각각각각요요요요인인인인
건강지각

대대대대인인인인관관관관계계계계요요요요인인인인
사회적 지지

2.34± .35
2.12± .53
1.88± .55
2.40± .41
2.53± .57
2.68± .48
2.39± .46

2.24 ± .82
6.94 ± 2.41
3.01 ± .45

3.23 ± .78

41.05±5.68

2.36± .37
2.11± .53
1.89± .49
2.40± .41
2.58± .59
2.71± .49
2.42± .49

2.11 ± .84b

6.64 ± 2.58b

3.02 ± .42

3.38± .73a

40.88±5.70

2.35± .37
2.18± .50
1.91± .43
2.51± .38
2.51± .53
2.64± .46
2.37± .37

2.26 ± .67
6.96 ±2.83
2.96 ± .41

3.10 ± .81

41.12±4.96

2.31± .34
2.12± .55
1.87± .56
2.38± .43
2.43± .54
2.63± .45
2.35± .45

2.43 ± .82a

7.43 ±2.24a

3.02 ± .52

3.03 ± .78b

41.29±5.93

.97 (.380)

.43 (.649)

.09 (.910)

.50 (.607)
2.83(.060)
1.35(.262)
.96 (.384)

6.36**(.002)
4.58*(.011)
.51 (.602)

9.93***(.000)

.22 (.803)



- 26 -

2222.... 3333.... 성성성성 정정정정체체체체감감감감 정정정정도도도도

성 정체감 유형별 분류를 하기 위하여 구한 남성성 척도의 중앙치는 30.00점,

여성성 척도의 중앙치는 39.00점이었다. 남성성 여성성 점수가 모두 중앙치 이상

이면 양성성 집단으로, 남성성 점수는 중앙치 이상이고 여성성 점수는 중앙치 이

하이면 남성성 집단으로, 여성성 점수는 중앙치 이상이고 남성성 점수는 중앙치

이하이면 여성성 집단으로, 그리고 두 점수 모두 각각 중앙치 이하이면 미분화 집

단으로 분류하였다.

전체 연구대상자의 성 정체감 유형의 분포를 살펴보면 양성성과 남성성이 각각

26.8%(109명), 26.4%(107명)으로 많이 나타났고, 여성성이 24.9%(101명), 미분화

성이 21.9%(89명)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폐경전기군은 양성성이 30.9%(68명)

으로 가장 많았고 폐경기군과 폐경후기군은 남성성이 각각 32.7%(17명), 27.6%(37

명)으로 가장 많았다. 미분화성은 폐경후기군이 23.9%(32명)으로 가장 많았고 폐

경전기군이 20.9%(46명), 폐경기군이 21.2% (11명)었지만 세군간의 성 정체감 유

형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세군에서 모두 미분화성이 가장 적었다(표2-2).

<표2-2> 중년여성의 성 정체감 유형

2222.... 4444.... 인인인인지지지지지지지지각각각각 요요요요인인인인 정정정정도도도도

대상자의 건강에 대한 지각은 <표2-1>과 같다. 전체대상자의 건강지각은 총 평점 5

점에서 3.23점이었다. 폐경전기군의 건강지각이 3.38점으로 폐경후기군의 3.03점보다 유의

하게 높았다( p=.001).

유 형
전 체
(n=406)

폐경전기군
(n=220)

폐경기군
(n=52)

폐경후기군
(n=134) x2

(p)
인수(%) 인수(%) 인수(%) 인수 (%)

여성성
남성성
양성성
미분화성

101(24.9)
107(26.4)
109(26.8)
89 (21.9)

53(24.1)
53(24.1)
68(30.9)
46(20.9)

12(23.1)
17(32.7)
12(23.1)
11(21.2)

36(26.9)
37(27.6)
29(21.6)
32(23.9)

4.97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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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대상자중 체중조절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28.3%(115명)었고

그룹별로 살펴보면 폐경전기군이 25.9%(57명), 폐경기군이 36.5%(19명), 폐경후기군이

29.1%(39명)으로 폐경기군이 높게 나타났지만 유의하지 않았다. 폐경전기, 폐경기, 폐경후

기군에서 과체중인 경우가 각각 13.6%(30명), 15.4%(8명), 21.6%(29명)으로 세군에서 모

두 실지 체중보다 체중조절 필요성을 민감하게 인지하고 있다(표1-1).

2222.... 5555.... 대대대대인인인인관관관관계계계계 요요요요인인인인 정정정정도도도도

사회적 지지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2-1>에 제시 되어 있다. 전체 대상자의 사회적지지

점수는 총점 55점에서 41.05점으로 비교적 높았다. 그중 폐경전기군은 40.88점, 폐경기군은

41.12점, 폐경후기군은 41.29점으로 세 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803).

결혼만족도는 ‘만족한다’ 혹은 ‘아주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폐경기군이

65.4%(34명)으로 가장 적었고 폐경전기군과 폐경후기군이 각각 72.8%(160명),

70.1%(72명)으로 비슷하여 폐경기군의 결혼만족도가 낮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표1-1).

3333.... 건건건건강강강강증증증증진진진진 행행행행위위위위와와와와 제제제제 요요요요인인인인간간간간의의의의 관관관관계계계계

3333.... 1111.... 일일일일반반반반적적적적 산산산산과과과과적적적적 특특특특성성성성에에에에 따따따따른른른른 건건건건강강강강증증증증진진진진 행행행행위위위위

일반적산과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3-1>과 같다.

전체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는 직업유무, 교육정도, 경제상태, 결혼만

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직업은 있는 경우가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p=.000) 교육정도는 대학이상인 경우가 초졸이하, 중

졸, 고졸군보다 건강증진행위 수행점수가 높게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건강증진

행위를 더 잘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p=.000). 경제상태는 ‘잘 산다’고 응답한

경우가 기타 상태보다 건강증진행위 수행점수가 높게 나타나 (p=.000)경제상태가

좋을수록 건강증진행위를 잘 수행하는 것을 볼수 있다. 결혼만족도는 ‘아주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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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만족’하는 경우가 ‘그저 그렇다’인 경우보다 건강증진행위 수행점수가 더 높아(

p=.00)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를 더 잘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민족은 기타 민족이 한족이나 조선족보다 건강증진행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

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121).

폐경전기군은 직업유무, 교육정도, 경제상태, 결혼만족도, 호르몬 치료 유무에 따

라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직업은 있는 경우가 건강증진

행위를 더 잘 수행했고(p=.07) 교육정도는 대학이상인 경우가 초졸이하, 중졸, 고

졸보다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0). 경

제상태는 ‘잘 산다’고 응답한 경우가 기타 상태보다 건강증진행위를 유의하게 잘

수행했고 (p=.000) 결혼만족도는 ‘만족’과 ‘아주 만족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군보다 점수가 더 높았으며(p=.000) 호르몬 대체요법 경험이 있

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건강증진행위 수행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p=.013).

폐경기군은 일반적 특성에 따라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가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결혼만족는 ‘아주 불만족’과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잘 수행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폐경후기군에서는 직업이 있는 경우가 건강증진행위를 더 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37). 결혼만족도는 ‘아주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의하지 않았다.

체중지각은 세군에서 모두 체중조절 필요성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필요하다

고 응답한 경우보다 건강증진행위 수행점수가 높게 나타났지만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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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 >중년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

*p<0.05 **p<0.01 ***p<0.001 a>b,

특성 구분
전 체
(n=406)

폐경전기군
(n=220)

폐경기군
(n=52)

폐경후기군
(n=134)

M±SD M±SD M±SD M±SD

민 족

종 교

직 업

교 육

경제상태

결혼상태

결혼만족도

질병치료

호르몬요법

체중지각

조선족
한족
기타
F(p)

유
무
t값

유
무
t(p)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학이상
F(p)

많이어렵다
약간어렵다
보통
잘 산다
F(p)

기혼
사별
이혼
별거
F(p)

아주불만족
불만족
그저그렇다
만족
아주만족

F(p)

유
무

t(p)

유
무

t(p)

유
무

t(p)

122.45±17.70
120.89±18.61
131.58±15.48
2.12(.121)

120.70±18.54
121.44±18.31
-.26(.794)

124.12±18.78
117.00±16.51
3.78***(.000)

118.08±16.71b
117.37±17.37b
123.47±17.82b
131.92±19.42a
10.71***(.000)

119.07±21.95b
112.83±16.91b
121.51±17.88b
132.88±15.84a
11.10***(.000)

121.94±18.31
119.27±17.03
121.07±21.54
102.00±21.21
.94(.419)

105.67±15.31
117.88±18.64
115.03±21.22b
123.23±16.28a
125.09±18.15a
5.15***(.000)

120.89±17.08
122.18±18.66
-.64(.521)

127.42±20.04
121.16±18.10
1.89(.060)

119.43±18.42
122.55±18.24
-1.55(.122)

123.33±15.80
121.97±20.26
141.00±8.00
1.53(.219)

123.93±18.36
121.97±19.18
.38(.703)

124.67±19.68
116.86±16.16
2.71**(.007)

118.42±17.26b
115.63±17.56b
124.39±18.51b
134.34±19.03a
8.81***(.000)

117.00±18.36b
110.72±16.32b
121.29±18.31b
140.37±13.62a
14.51***(.000)

123.17±18.87
113.00±11.63
118.00±23.32
87.00
1.78(.152)

100.00
113.80±20.51
111.62±20.68b
125.87±16.91a
127.57±18.02a
6.88***(.000)

119.04±17.50
124.05±19.18
-1.68(.095)

134.40±17.57
121.83± 18.84
2.51*(.013)

118.65±18.64
123.99±19.11
-1.83(.069)

119.75±18.62
122.39±14.69
135.00± 5.66
.84(.439)

120.29±21.80
122.62±14.96
-.36(.720)

123.83(15.62)
119.18(16.18)
.99(.324)

125.86(11.50)
120.68(17.67)
120.57(16.86)
126.22±13.02
.42(.739)

135.50(7.78)
112.56(17.79)
123.76(16.12)
124.00(6.68)
1.81(.157)

121.72±15.64
122.00±24.04
131.67±17.56

.55(.581)

123.40±17.33
118.92±19.43
124.03±14.52
117.33±13.32
.414(.743)

127.53±17.46
118.81±14.11
1.95(.057)

127.00±8.90
121.45±16681
.91(.366)

121.79±17.91
122.61±14.71
-.12(.860)

122.15±20.68
118.53±16.80
126.57±18.31
1.03(.362)

118.79±18.24
120.00±17.98
-.30(.767)

122.99±18.26
116.55±17.09
2.10*(.037)

116.65±16.92
118.21±17.03
122.13±16.47
129.67±23.36
2.34(.076)

115.29±26.47
115.74±17.74
121.08±17.86
119.33±13.32
.63(.594)

119.78±18.25
120.25±17.88
123.00
117.00
.02(.996)

108.50±20.51
119.00±19.49
120.36±23.79
118.81±15.67
124.18±18.82
.57(.686)

120.26±16.14
119.87±18.88
.12(.906)

117.30±26.30
120.07±17.21
-.47(.640)

119.41±18.71
120.05±17.69
-.19(.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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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2222.... 성성성성 정정정정체체체체감감감감 유유유유형형형형에에에에 따따따따른른른른 건건건건강강강강증증증증진진진진행행행행위위위위

성 정체감 유형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는 <표3-2>에 제시되었다. 전

체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 수행점수는 양성성(126.60점), 남성성(124.61점), 여성성

(121.27점)인 경우가 미분화성(112.52점)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p=.000). 폐경

전기군에서는 양성성(127.13점), 남성성(127.02점)인 경우가 미분화성(113.89점)인

경우보다 건강증진행위 수행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p=.000). 폐경기군은 여성성

(127.17), 양성성(124.71), 남성성(123.50)인 경우가 미분화성(112.00)인 경우보다 점

수가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95). 폐경후기군은 양성성

(126.62)인 경우가 미분화성(110.72)인 경우보다 건강증진행위 수행점수가 높게

나타났다(p=.004).

<표3-2> 중년여성의 성 정체감 유형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p<0.05 **p<0.01 ***p<0.001 a>b

3333.... 3333 건건건건강강강강증증증증진진진진행행행행위위위위와와와와 제제제제 요요요요인인인인간간간간의의의의 상상상상관관관관관관관관계계계계

전체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와 제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한 결과는 <표3-3-1>과 같다.

건강증진행위와 폐경지식(r=.13, p=.007), 건강지각(r=.25, p=.000), 사회적 지지

(r=.17, p=.000)은 순 상관관계를 보였고 건강증진행위와 갱년기 증상(r=-.19,

p=.000)은 역 상관관계를 보였다. 주요 제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갱년기

유형
전체

(n=406)
폐경전기군
(n=220)

폐경기군
(n=52)

폐경후기군
(n=134)

M±SD M±SD M ±SD M±SD

여성성
남성성
양성성
미분화
F값

121.27±15.51a

124.61±18.22a

126.60±18.46a

112.52±18.02b

11.86***(.000)

119.96±15.91
127.02±19.67a

127.13±19.25a

113.89±18.52b

6.16***(.000)

127.17±15.79
124.71±10.98
123.50±12.62
112.00±21.77
2.25(.095)

121.22±14.76
121.16±18.57
126.62±18.98a

110.72±16.55b

4.6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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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은 폐경에 대한 태도(r=-.14, p=.006), 건강지각(r=-.39, p=.000), 사회적지지

(r=-.27, p=.000)와 역 상관관계를 보였고 사회적 지지는 폐경에 대한 태도

(r=.32,p=.008), 건강지각(r=.13, p=.008)과 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폐경에 대한 태

도와 폐경지식(r=-.11, p=.028)은 역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3-3-1>전체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와 제 요인의 상관관계 (n=406)

*p<0.05 **p<0.01 ***p<0.001

폐경전기군의 건강증진행위와 제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표3-3-2>과 같다. 건

강증진행위는 폐경지식(r=.20, p=.005), 건강지각(r=.34, p=.000), 사회적 지지(r=.14,

p=.040)와 순 상관관계를 보였고, 갱년기증상(r=-.16, p=.017), BMI (r=-.16,

p=.017)은 역 상관관계를 보였다. 주요 제 변수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갱년기

증상과 건강지각(r=-.31, p=.000), 사회적 지지(r=-.29, p=.000)는 역 상관관계를 보

였고, 사회적 지지와 폐경지식(r=.20, p=.009), 건강지각(r=.18, p=.008)은 순 상관관

계를 보였다.

연령 가족수 BMI 초경
연령

폐경
연령

갱년기
증상

폐경
지식

폐경에
대한태도

건강
지각

사회적
지지

연령

가족수 .15**
(.002)

BMI .13**
(.010)

.02
(.643)

초경
연령

.15**
(.003)

-.02
(.760)

.09
(.087)

폐경
연령

.44***
(.000)

.20*
(.023)

-.01
(.901)

.09
(.319)

갱년기
증상

.18***
(.000)

.10*
(.041)

-.01
(.779)

.04
(.433)

-.04
(.685)

폐경
지식

.16***
(.001)

.09
(.070)

-.03
(.615)

-.01
(.780)

.16
(.075)

.03
(.517)

폐경에
대한태도

.05
(.297)

-.16**
(.002)

.02
(.748)

.06
(.228)

.06
(.513)

-.14**
(.006)

-.11*
(.028)

건강
지각

.16**
(.001)

-.11**
(.031)

-.11*
(.026)

-.08
(.110)

.04
(.684)

-.39***
(.000)

-.03
(.554)

.07
(.137)

사회적
지지

.08
(.127)

-.04
(.486)

-.001
(.989)

.06
(.264)

-.02
(.831)

-.27***
(.000)

.09
(.064)

.32*
(.008)

.13**
(.008)

건강증
진행위

-.03
(.548)

-.02
(.742)

-.05
(.287)

-.01
(.869)

.05
(.581)

-.19***
(.000)

.13**
(.007)

.03
(.498)

.25***
(.000)

.17***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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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3-2> 폐경전기군의 건강증진행위와 제요인의 상관관계 (n=220)

*p<0.05 **p<0.01 ***p<0.001

<표3-3-3> 폐경기군의 건강증진행위와 제 요인의 상관관계 (n=52)

*p<0.05 **p<0.01

연령 가족수 BMI 초경
연령

갱년기
증상

폐경
지식

폐경에
대한태도

건강
지각

사회적
지지

연령

가족수 .13*
(.064)

BMI .13
(.061)

.07
(.330)

초경
연령

.06
(.415)

.04
(.532)

.08
(.228)

갱년기
증상

.14*
(.044)

.10
(.137)

.07
(.323)

.06
(.401)

폐경
지식

.14
(.036)

-.04
(.553)

-.09
(.200)

-.09
(.201)

-.07
(.307)

폐경에
대한태도

.11
(.106)

-.03
(.697)

.02
(.802)

-.03
(.672)

-.06
(.401)

-.10
(.138)

건강
지각

-.02
(.815)

-.09
(.181)

-.22**
(.001)

.002
(.973)

-.31***
(.000)

.09
(.173)

-.01
(.931)

사회적
지지

-.05
(.495)

-.03
(.684)

-.02
(.785)

-.07
(.306)

-.29***
(.000)

.20**
(.009)

.13
(.049)

.18*
(.008)

건강증
진행위

.02
(.743)

-.01
(.898)

-.16*
(.020)

.03
(.655)

-.16*
(.017)

.20**
(.005)

.05
(.464)

.34***
(.000)

.14*
(.040)

연령 가족수 BMI 초경
연령

갱년기
증상

폐경
지식

폐경에
대한태도

건강
지각

사회적
지지

연령

가족수 -.00
(1.00)

BMI .15
(.288)

-.24
(.090)

초경
연령

.06
(.659)

-.19
(.176)

.12*
(.415)

갱년기
증상

-.13
(.378)

-.14
(.322)

.01
(.940)

.15
(.302)

폐경
지식

.20*
(.159)

-.05
(.743)

-.02
(.866)

.17
(.229)

.15
(.290)

폐경에
대한태도

.13
(.375)

-.07
(.623)

.06
(.654)

.07
(.646)

-.34**
(.013)

-.18
(.213)

건강
지각

-.15
(.297)

.15
(.299)

-.24
(.052)

-.34*
(.015)

-.12
(.389)

.04
(.766)

-.02
(.890)

사회적
지지

.15
(.278)

-.33*
(.018)

.24
(.090)

.35
(.012)

08
(.578)

.03
(.840)

.10
(.490)

-.20
(.149)

건강증
진행위

.21
(.128)

-.19
(.181)

.13
(.347)

-.12
(.412)

.05
(.721)

.32*
(.022)

.06
(.687)

-.18
(.216)

.15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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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경기군의 건강증진행위와 제 변수사이의 상관관계는 <표3-3-3>에 제시 되

어있다. 건강증진행위와 폐경지식(r=.32, p=.022)은 순 상관관계를 보였고 갱년기

증상과 폐경에 대한 태도(r=-.34, p=.007)는 역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폐경후기군의 건강증진 행위와 제 변수사이의 상관관계는 <표3-3-4>에 제시

되어있다. 건강증진행위는 건강지각(r=.24, p=.006), 사회적 지지(r=.25, p=.004)와

순 상관관계를 보였고 갱년기 증상(r=-.28, p=.001)과는 역 상관관계를 보였다. 갱

년기 증상은 폐경에 대한 태도(r=.20, p=.024), 건강지각(r=.54, p=.000), 사회적 지

지(r=-.35, p=.000)와 역 상관관계를 보였고 건강지각은 폐경에 대한 태도(r=.20,

p=.022), 사회적 지지(r=.20, p=.018)와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3-3-4> 폐경후기군의 건강증진행위와 제 요인간의 상관관계 (n=134)

*p<0.05 **p<0.01 ***p<0.001

연령 가족수 BMI 초경
연령

폐경
연령

갱년기
증상

폐경
지식

폐경에
대한태도

건강
지각

사회적
지지

연령

가족수 -.02
.815

BMI .03
.717

-.001
.987

초경
연령

.06
.500

-.10
.267

.05

.571
폐경
연령

.44***

.000
.20*
.023

-.01
.901

.09
.319

갱년기
증상

.03
.739

.10
.266

-.19*
.030

-.10
.268

.04
.685

폐경
지식

-.05
.572

.22*
.011

.04
.657

-.01
.871

.16

.075
.12
.180

폐경에
대한태도

.06
.508

-.29**
.001

.01

.901
.17*
.045

.06
.513

-.20*
.024

-.11
.199

건강
지각

.01

.939
-.13
.156

.09
.295

-.01
.933

.04
.684

-.54***
.000

-.17
.044

.20*
.022

사회적
지지

.23**

.009
.01
.951

-.04
.627

.13

.123
-.02
.831

-.35***
.000

-.06
.530

.14
.101

.20*

.018

건강증
진행위

-.01
.867

.02
.783

.07
.399

.05

.594
.05
.581

-.28***
.001

.01

.895
.006
.943

.24**

.006
.25**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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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 건건건건강강강강증증증증진진진진행행행행위위위위의의의의 영영영영향향향향 요요요요인인인인

전체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건강증진행

위 수행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던 직업, 교육정도, 경제상태, 결혼만족도 ,갱년기

증상, 폐경지식, 성 정체감 , 건강지각, 사회적 지지를 포함시켜 단계적 다중회귀

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4-1>과 같다.

분석을 통해 전체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는 성 정체감, 건강지각, 교육정도, 경

제상태, 사회적지지에 의해 16.7% 설명되었고 건강증진행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양성성 정체감(β=.26)이었고 그다음은 남성성 정체감(β=.21)었다.

<표4-1> 전체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 영향요인의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n=406)

F=12.372 p=.000

폐경전기군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건강증진행

위 수행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던 직업, 교육정도, 경제상태, 결혼만족도 ,호르몬

치료유무 , BMI, 갱년기 증상, 폐경지식, 성 정체감, 건강지각, 사회적 지지를 포함

시켜 단계적 다중회귀 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4-2>과 같다.

예측변수 B SE B β t p R2

constant
건강지각
교육정도
사회적지지
경제상태
성정체감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72.78
1.71
2.70
.30
4.03

10.92
8.94
7.60

.58

.95

.16
1.46

2.54
2.47
2.62

.14

.14

.09

.14

.26

.21

.18

2.96**
2.83**
1.87
2.77**

4.29***
3.63***
2.90**

.003

.005

.043

.006

.000

.000

.004

.059

.094

.117

.130

.141

.152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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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통해 건강증진행위는 성 정체감, 경제상태, 건강지각에 의해 23.3% 설

명되었다. 그중 건강증진행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양성 성 정체감

(β=.32) 이었고 그다음은 경제상태(β=.29)였다.

<표4-2>폐경전기군의 건강증진행위 영향요인의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n=220)

F=14.041 p =.000

폐경기군에서 건강증진행위 수행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던 폐경지식을 단순회

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4-3>과 같다.

분석을 통해 건강증진행위는 폐경지식에 의해 9.0 % 설명되었다. 즉 폐경지식

이 많을수록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가 높았다.

<표4-3> 폐경기군의 건강증진행위 영향요인의 단순회귀분석 (n=52)

F=5.938 p= .018

폐경후기군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건강증진행

위 수행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던 직업, 갱년기 증상, 성 정체감, 건강지각, 사회

예측변수 B SE B β t p R2

constant
폐경지식

102.27
2.84 1.16 .33 2.44 .018 .090

예측변수 B SEB β t p R2

constant
경제상태
건강지각
성정체감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64.88
9.51
3.08

13.14
10.25
8.40

2.05
.81

3.22
3.43
3.41

.29

.24

.32

.23

.19

4.64
3.79

4.08
2.99
2.47

.000

.000

.000

.003

.015

.122

.181

.203

.214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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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지를 포함시켜 단계적 다중회귀 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하였

으며 그 결과는 <표4-4>과 같다.

분석을 통해 건강증진행위는 갱년기 증상과 양성성 정체감에 의해 9.4% 설명되

었고 갱년기 증상(β=.26)이 건강증진행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표4-4> 폐경후기군의 건강증진행위 영향요인의 단계적 다중회귀분석(n=134)

F=7.930 p= .001

예측변수 B SE B β t p R2

constant
갱년기 증상
성 정체감

양성성

132.16
-.30

7.61

.10

3.59

-.26

.18
.

-3.17

2.12

.002

.036

.070

.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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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 논논논논 의의의의

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의 생리적, 사회 심리적, 신체 정신적 특성을 잘 나타내

는 폐경관련 특성(갱년기 증상, 폐경지식, 폐경에 대한 태도), 성 정체감, 인지지각

요인(건강지각, 체중지각) 대인관계요인(사회적 지지, 결혼만족도)을 포함시켜 폐

경상태에 따른 중국 중년 여성의 건강증진행위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서 중국 중

년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전략수립에 기여하고자 시도 되었다. 본 연구의 결

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1111.... 건건건건강강강강증증증증진진진진행행행행위위위위 수수수수행행행행정정정정도도도도

본 연구에서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는 Walker 외 (1995)의 HPLP-Ⅱ를 수정

보완하여 측정하였으며, 최대 평점 4점에서 평균 평점 2.34점이었다. 이는 같은 도

구를 수정 보완하여 한국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박현숙(2002)의 연구 결과인 평

균 평점 2.46점보다 낮았고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중년 이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김수(2001)의 연구결과인 2.36점과 유사하였다. 하위영역에서의 수행정도는 평균

평점으로 비교해볼 때 대인관계영역이 2.68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 순위는 자

아실현영역이 2.53점, 영양영역이 2.40점, 스트레스조절영역이 2.39점이었고 건강책

임과 운동이 각각 2.12점, 1.88점으로 가장 낮았는데 이는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박현숙(2002)과 박재순(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건강증진행위와 6개 하위영역 수행정도는 폐경상태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권영숙(1998)과 박재순(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위의 결과를 볼 때 중국 중년여성의 건강증진 행위 수행정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대인관계나 자아실현 등 사회 심리적 요인이나 자기 가치에 따라서는

실천정도가 높았으나 건강행위 중 중요한 요소인 운동과 건강책임에 대한 영역이

낮아 중년여성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고 특히 자

신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건강관리와 관련된 교육을 받고자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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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책임 영역을 강화시키고 운동행위를 증진시키는 중재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

이다. 또한 건강증진행위 측정도구가 중국 실정에서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해 재고

해 보아야 한다.

2222.... 1111.... 건건건건강강강강증증증증진진진진행행행행위위위위와와와와 일일일일반반반반적적적적 특특특특성성성성

전체 연구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는 직업유무, 교육정도, 경제상태, 결혼만족도

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직업은 있는 군이 건강증진 행위 수행정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군자(2003)의 연구에서 직업이 없는 군이 건강증진행위 수

행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결과와 상반된 결과이다. 중국 중년여성들의 건

강증진행위 실천도가 낮은 원인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건강증

진행위에 대한 인식과 정보가 결핍한 원인으로 해석할수 있으며 특히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행위 중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교육정도, 경제상태, 결혼만족도는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결혼

만족도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가 높게 나타나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결과(이숙자, 1996; 권영숙, 1998;유은광, 1999; 윤은자, 2000;장혜숙,

2000; 이군자, 2003)와 일치하여 학력이 낮고 경제상태가 나쁘고 결혼생활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군에 대한 건강증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그룹별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는 폐경전기군에서는 직

업, 교육정도, 경제상태, 결혼만족, 호르몬 대체요법, 폐경기후기군에서는 직업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폐경기군에서는 일반적 특성에 따라 건강증진행위 수행정

도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수행

차이는 폐경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같은 선행연구가 전무한 실정이여서

비교하기 어렵다.

BMI와 건강증진행위의 관계는 폐경전기군에서 유의하게 역 상관관계가 있었

다. BMI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를 더 잘 수행할 것으로 사료 되었으나 연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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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반대로 역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BMI가 낮을수록 건강증진행위를

더 잘 수행하는지, 건강증진행위를 잘 수행하여 BMI가 낮은지 관계를 명확히 밝

히는 후향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2222.... 2222.... 건건건건강강강강증증증증진진진진행행행행위위위위와와와와 폐폐폐폐경경경경관관관관련련련련요요요요인인인인

갱년기증상 평균 점수는 최대 평점 5점에서 2.24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지성애(1983)의 연구결과인 1.60점과 지성애(1983)의 도구를 보완하여 사용한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유은광(1999)의 연구결과인 1.69점보다도 높았다. 이는 본 연

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48.17세로 지성애(1983)의 연구에서 평균 연령 46.40세보

다 많아 갱년기 증상이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폐경상태에 따른 갱년기증

상은 폐경후기군이 폐경전기군보다 갱년기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 폐경상태에 따

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이군자(2003)의 연구결과와 같았고 폐경상태에

따라 갱년기 증상이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유은광(1999), 성미혜(2002), 박

형숙(2003)의 연구결과와 상이하였다. 가장 많이 호소하는 갱년기 증상은 ‘이유없

이 심한 피로를 느낀다’, ‘머리가 아프다’였는데 중국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鄧小虹(2002)의 연구결과와 비슷하다. 한국의 중년여성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

상이 ‘신경이 예민하다’, ‘팔 다리가 쑤신다’(지성애, 1983; 유은광,1999)인 결과에

비추어 보면 중국 여성들은 사회주의 체제하에 사회와 가정에서 받는 정신적 압

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심리 정신적 증상보다 신체적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났을

것으로 사료된다. 중국 여성의 갱년기 증상의 양상과 그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국가의 중년여성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겠다.

건강증진행위와 갱년기 증상은 역 상관관계를 보여 선행연구(장혜숙, 2000; 유

은광, 1999; 권영숙, 1998)와 일치하였지만 건강증진행위와 갱년기 증상의 명쾌한

인과관계를 밝힌 선행연구결과가 없으므로, 건강증진행위를 잘 수행할수록 갱년기

증상이 적은지, 갱년기 증상이 많기 때문에 건강증진행위를 적게 수행하는지에 대

해서는 후향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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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폐경지식점수는 총점 14점에서 평균 6.46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송애리(1997)의 연구에서 8.32점, 7.04점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내여 중국 여성의

폐경지식은 한국여성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여성들의 폐경지식은 대부

분 친구나 신문에서 얻으며 의학 잡지나 의료인한테서 얻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張淑彩, 2004). 폐경상태에 따른 폐경지식 정도를 살펴보면 폐경후기군이

폐경전기군보다 폐경지식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폐경후기군의 학력이 유의

하게 낮은 것을 감안할 때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얻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년여성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도경과 부동한 형식으로 폐경과정에

대한 계몽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건강증진행위와 폐경지식은 순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중년기에 나타나는 변화

와 대처방법에 대한 지식은 태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건강증진행위 실천

율을 향상할 것이다.

폐경에 대한 태도는 총 평점 5점에서 3.01점으로 지성애(1993)의 연구에서 3.11

점과 비슷하였다. 지성애(1993)의 연구에서는 폐경을 경험한 여성이 폐경을 경험

하지 않은 여성보다 폐경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지만 본 연구에서는 폐경

상태에 따라 폐경태도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폐경태도 도구의

신뢰가 .58로 비교적 낮은 점을 미루어보아 앞으로 중국여성의 특성에 맞는 측정

도구로 반복 연구할 필요성이 있겠다.

건강증진행위와 폐경에 대한 태도는 상관관계가 없어 중년기 여성의 건강증진

행위 수행에 의미 있는 변수가 아님을 알 수 있고 이점에 비추어 볼 때 중국 중

년기 여성의 건강증진행위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변수로는 작용하지

않음을 예측할 수 있다.

2222....3333.... 건건건건강강강강증증증증진진진진 행행행행위위위위와와와와 성성성성 정정정정체체체체감감감감

성 정체감 유형의 분포를 살펴보면 그룹별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전체

대상자와 폐경전기군에서는 양성성이 가장 많았고 폐경기와 폐경후기군은 남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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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많았으며 세군에서 모두 미분화성이 가장 적었다. 성 정체감 유형의 전반

적인 경향이 미분화형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양성성, 여성성이고 남성성이 가장

적은 한국여성(장하경, 1993; 최은영, 1998; 김현화, 1992)에 비교하면 중국 중년여

성의 성 정체감은 안정되여 적절하게 발달되였음을 볼수 있다. 이는 중국 여성들

이 사회 참여의식이 강하고 사회와 가정에 책임의식을 갖는 이중역할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성 정체감 유형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는 폐경전기와 폐경후기에서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유형이 미분화성인 경우보다 건강증진행위를 더 잘 수행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분화유형인 여성은 여성적, 남성적인 속성을 뚜렷하게 나

타내지 못하여 어떠한 행동도 잘 표출하지 못하므로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가 낮

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미분화유형을 선별하여 건강증진행위 취약집단으로

보고 그들의 적극성과 자기주장을 개발하여야 한다. 폐경기의 여성은 성 정체감

유형에 따라 건강증진행위 수행에 차이가 없게 나타났지만 본 연구에서 폐경기

여성의 대상자수가 적은 점을 감안할 때 반복되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2222....4444.... 건건건건강강강강증증증증진진진진행행행행위위위위와와와와 인인인인지지지지지지지지각각각각요요요요인인인인

체중조절 필요성이 있다고 인지한 군이 건강증진행위를 더 잘 수행할 것으로

사료 되였는데 본 연구에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체중조절 필요성이 없다고 응답

한 군이 있다고 응답한 군보다 건강증진행위를 더 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반되는 결과는 최은영(1996)의 연구결과와 같아 체중지각과 건강증진행

위간의 관계를 밝히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겠다.

전체대상자의 건강지각은 3.23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박명희(1997)의 연구

결과인 2.93점보다 높았다. 중국 여성들의 낙관적인 성향이 갱년기 증상이 더 많

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상태를 비교적 양호하게 지각하게 한다고 생각된다. 폐경상

태에 따른 건강지각은 폐경전기군이 폐경후기군보다 건강지각이 더 좋았는데 이

는 폐경전기군의 갱년기증상이 폐경후기군보다 더 적음으로 자신의 건강을 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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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건강증진행위와 건강지각은 순 상관관계가 있어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할수

록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가 높았으며 이는 윤은자(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

으나 서연옥(1995)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건강지각과 건강증진행위의

관계도 명쾌하게 밝힌 연구가 부족하여 건강하다고 지각할수록 건강증진 행위를

잘 실천하는 것인지, 건강증진행위를 잘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지각하

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후향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2222....5555.... 건건건건강강강강증증증증진진진진행행행행위위위위와와와와 대대대대인인인인관관관관계계계계요요요요인인인인

결혼만족도에 따라 건강증진행위 수행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가 높게 나타나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유은광, 1999; 이군자, 2003; 장혜숙, 2000; 최은영, 1998) 연구결과와 일치하여 결혼

생활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군에 대한 건강증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전체대상자의 사회적 지지점수는 41.05점으로 같은 도구로 한국 중년여성을 대

상으로 한 유성은(1997)의 연구에서 우울군의 19.23점과 정상군의 21.03점보다 높

았다. 이는 중국여성들이 사회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가정에서의 지위가 높은 것과

관계있을 것이다.

건강증진행위와 사회적 지지는 순 상관관계가 있어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가 높아 모든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

3333.... 건건건건강강강강증증증증진진진진행행행행위위위위 영영영영향향향향요요요요인인인인

전체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는 성 정체감, 건강지각, 교육정도, 경제상태, 사회

적 지지에 의해 16.7% 설명되었고 그중 양성성 정체감(β=.26)의 설명력이 가장

컸다.

폐경전기군의 건강증진행위의 영향요인은 성 정체감, 경제상태, 건강지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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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고 이들에 의해 23.3% 설명되었으며 그중 건강증진행위에 가장 크게 영

향을 미치는 변수는 양성성 정체감(β=.32)이었다.

폐경기군에서는 폐경지식이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9.0 %으로 낮았다.

폐경후기군의 건강증진행위는 갱년기 증상과 양성성 정체감에 의해 9.4% 설명

되었고 갱년기 증상(β=-.26)이 더 영향력이 있는 변수였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폐경상태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나 박재순(1995)의 결과와 일치하였는데 이는 발달상태에 따른 개

인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건강증진 중재 개발 시

대상자의 폐경상태를 고려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성 정체감은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 밝혀졌고 이는 최

은영(1998) 의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성 정체감 유형을 밝힌 선행연구가 없었던 점과 달리 본

연구는 양성성 정체감이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로 나타났다. 양성적인 사람은 자

아실현감이 높고 자신의 욕구와 감정에 민감하고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

고 다른 사람과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함으로(Nevill, 1977) 건강증진행위를 결정

하는데 중요하게 나타났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는 성 정체감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회주의 체제하에 정책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각 분야

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는 중국여성은 한국 등의 문화권내에 있는

여성들보다 남성성이 더 많이 나타나고 여성성이 더 적게 나타남으로서 양성성이

건강증진행위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기존의 연구에서 갱년기증상과 건강증진행위 역 상관관계는 보고 된 연구가

많았지만 갱년기증상이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난 연구는 본

연구에서 처음이므로 계속되는 연구가 필요하겠고 또한 갱년기증상이 많은 군을

주요 대상으로 건강증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폐경지식은 폐경기군에서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설명력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폐경기군의 대상자수가 적은 것을 고려할 때 기타 요인이 제외

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폐경지식이 건강증진행위의 영향요인으로 보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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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는 전무하여 비교하기 어렵지만 폐경에 대한 변화와 대처방법에 대한 교

육을 건강증진 중재의 한 방법으로 개발하는 것이 요구되며 또한 반복된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중국 중년 여성들의 성 정체감 확립이 여성 건강증진에 직접

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성 정체감 개념에 근거한 중년여성의 건강증진 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특히 미분화성인 대상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세심

한 배려가 필요하고 중년여성의 건강증진에 있어서 갱년기 증상과 폐경지식 등

폐경관련요인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모색 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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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Ⅵ....결결결결론론론론 및및및및 제제제제언언언언

1111.... 결결결결론론론론

본 연구는 중국 연변지역 중년 여성의 폐경상태에 따른 건강증진 행위 수행정

도와 관련요인을 규명하여 중년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간호전략을 수

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연구이다.

대상자는 중국 연변지역 6개 시와 2개 현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60세미만의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한 후 자기기입 방법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

며 자료수집 기간은 2004년 10월1일부터 11월 20일까지였다.

연구도구는 일반적․산과적 특성 15문항, 건강증진 행위 52문항, 성 정체감 20

문항, 갱년기 증상19문항, 폐경지식14문항, 폐경에 대한 태도 9문항, 건강지각 2문

항, 사회적 지지 11문항, 총 142문항으로 구성되였다.

자료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술적 통계, t-검정, 분산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111....1111.... 건건건건강강강강증증증증진진진진행행행행위위위위와와와와 제제제제요요요요인인인인 정정정정도도도도

전체 대상자들의 건강증진 행위 수행정도는 평균 2.34점이었고, 폐경전기는

2.36점, 폐경기는 2.35점, 폐경후기군은 2.31점으로 폐경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위영역별로는 대인관계와 자아실현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건강

책임과 운동이 낮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영양과 스트레스조절이 중간점수를 나타

냈다.

전체 대상자의 갱년기 증상은 평균 평점 2.24점이었고 폐경후기군이 폐경전기

군보다 갱년기 증상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2). 폐경지식은 6.94점이었고

폐경후기군이 폐경전기군보다 폐경지식점수가 높았으며(p=.011) 폐경에 대한 태도

는 3.01점이었고 폐경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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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성 정체감 유형은 폐경전기군에서 양성성이, 폐경기와 폐경후기군에

서는 남성성이 가장 많았으며 세군에서 모두 미분화성이 가장 적었고 폐경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체중지각은 폐경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전체대상자의 건강지각은

2.23점이었으며 폐경전기군이 폐경후기군보다 자신의 건강상태를 양호하게 지각하

였다(p=.000). 결혼만족도는 폐경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전체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점수는 41.05점이었고 폐경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1111....2222.... 건건건건강강강강증증증증진진진진행행행행위위위위와와와와 제제제제 요요요요인인인인간간간간의의의의 관관관관계계계계

전체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는 직업(p=.000), 교육정도(=p.000), 경제

상태(p=.000), 결혼만족도(p=.000)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폐경전기군은 직

업(p=.007), 교육정도(p=.000), 경제상태(p=.000), 결혼만족도(p=.000), 호르몬대치요

법경험(p=.013)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폐경기후기군은 직업(p=.037)에 따

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폐경기군은 일반적 산과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전체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 수행점수는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인 경우가 미

분화성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p=.000). 폐경전기군에서는 양성성, 남성성인 경

우가 미분화성인 경우보다 건강증진행위 수행점수가 높게 나타났고(p=.000) 폐경

기군에서는 성 정체감 유형에 따라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가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폐경후기군은 양성성인 경우가 미분화성인 경우보다 건강증진행위 수행점수가

높게 나타났다(p=.004).

전체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와 폐경지식(r=.13, p=.007), 건강지각(r=.25,

p=.000), 사회적 지지(r=.17, p=.000)은 순 상관관계를 보였고 갱년기 증상(r=-.19,

p=.000)은 역 상관관계를 보였다. 폐경전기군의 건강증진행위는 폐경지식(r=.20,

p=.005), 건강지각(r=.34, p=.000), 사회적 지지(r=.14, p=.040)와 순 상관관계를 보였

고, 갱년기증상(r=-.16, p=.017), BMI (r=-.16, p=.017)와는 역 상관관계를 보였다.

폐경기군의 건강증진행위는 폐경지식(r=.32, p=.022) 순 상관관계를 보였고 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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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군의 건강증진행위는 건강지각(r=.24, p=.006), 사회적 지지(r=.25, p=.004)와 순

상관관계를 보였고 갱년기 증상(r=-.28, p=.001)과는 역 상관관계를 보였다.

1111....3333.... 건건건건강강강강증증증증진진진진행행행행위위위위의의의의 영영영영향향향향 요요요요인인인인

전체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는 성 정체감, 건강지각, 교육정도, 경제상태, 사회

적 지지에 의해 16.7% 설명되었고 그중 양성성 정체감(β=.26)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 폐경전기군의 건강증진행위의 영향요인은 성 정체감, 경제상태, 건강지각으

로 나타났고 이들에 의해 23.3% 설명되었으며 그중 건강증진행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양성성 정체감(β=.32)이였다. 폐경기군에서는 폐경지식이 건

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9.0 % 었다. 폐

경후기군의 건강증진행위는 갱년기 증상과 양성성 정체감에 의해 9.4% 설명되었

고 갱년기 증상(β=.26)이 양성성 정체감(β=.18)보다 더 영향력이 큰 변수였다.

결론적으로 중국 중년여성의 건강증진 이행정도가 낮으므로 이를 높일 수 있

는 효과적인 중재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특히 낮은 이행정도를 보인 운동과 건

강책임 영역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략이 세워져야 하겠다. 폐경상태에 따라

건강증진 영향요인이 다르게 나타났으므로 앞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시 대

상자의 폐경상태를 고려해야 한다. 양성성 정체감이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난 결과는 새로운 현상으로 중국의 특수한 문화권내에서만

있을수 있는 결과인지 앞으로 횡 문화적인 비교가 필요하고 성 정체감 유형, 특히

미분화성 정체감 여성을 확인하여 건강을 관리, 증진할 수 있도록 돕는 특별 교육

을 강화해야 하겠다.

2222....제제제제언언언언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2.1. 폐경상태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영향요인을 일반화하기 위해서 동일한 도구

와 방법에 의한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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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본 연구에서 건강증진행위 영향요인의 설명력이 낮았으므로 중국 사회, 문

화적 구조 안에서 건강증진행위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탐

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3. 중국 특색에 적합한 건강증진 행위 도구개발을 위해서 건강실천과정에서의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2.4. 본 연구에서 민족에 따라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가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민족별로 연구대상을 비슷하게 하여 반복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2.5. 건강증진 행위의 하위영역 중 특히 건강책임과 운동영역 수행을 증진시키기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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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부록록록록〕〕〕〕설설설설문문문문지지지지

인인인인사사사사의의의의 말말말말씀씀씀씀

저는 한국 연세대학교 간호학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중년기 여성의 건강증진 행위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분의 귀

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여성이 행복하고 건강한 중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데 필

요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건강증진에 크게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순수하게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 될 것이며 무기명으로 처리

되기 때문에 개인의 사사로운 사정과 비밀은 보장 될 것이오니 한 문항도 빠뜨리

지 마시고 사실대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으므로

어떤 내용이든지 사실대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 받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의 성의 있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연구자 최인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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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귀귀귀귀하하하하의의의의 현현현현재재재재 생생생생활활활활 방방방방식식식식 또또또또는는는는 습습습습관관관관에에에에 대대대대한한한한 것것것것입입입입니니니니다다다다.... 각각각각 행행행행동동동동 양양양양식식식식을을을을 따따따따르르르르
는는는는 정정정정도도도도를를를를 다다다다음음음음 항항항항목목목목에에에에서서서서 골골골골라라라라 동동동동그그그그라라라라미미미미로로로로 표표표표시시시시해해해해 주주주주십십십십시시시시오오오오.... 각각각각 문문문문항항항항에에에에 대대대대해해해해
가가가가능능능능한한한한 정정정정확확확확하하하하게게게게 답답답답해해해해주주주주시시시시고고고고 문문문문항항항항을을을을 건건건건너너너너뛰뛰뛰뛰지지지지 않않않않으으으으시시시시면면면면 감감감감사사사사하하하하겠겠겠겠습습습습니니니니다다다다....

항목
전혀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일상
적으로
한다

1 나의 문제와 고민을 주위의 가까운 사람들과 나눈다 1 2 3 4

2 지방, 포화지방산, 콜레스테롤 함량이 적은 식단(식사)을
한다 1 2 3 4

3 특이한 징후나 증상을 의사나 기타 의료인에게 이야기
한다 1 2 3 4

4 계획된 프로그램(방안)을 가지고 운동을 한다 1 2 3 4

5 잠을 충분히 잔다 1 2 3 4

6 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다고 느
낀다 1 2 3 4

7 다른 사람들이 이룬 업적에 대해 칭찬을 잘 한다 1 2 3 4

8 당분이 들어 있는 음식과 설탕의 섭취를 제한 한다 1 2 3 4

9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에 관해 읽거나 그런 TV프로그램
을 시청한다. 1 2 3 4

10
일주일에 최소한 세번은 20분 이상 격렬한 운동을 한다
(예: 걷기,자전거 타기,건강미체조, 계단오르내리는 운동
기계 이용,)

1 2 3 4

11 매일 긴장을 풀 시간을 가진다 1 2 3 4

12 나의 삶에 목적이 있다고 믿는다 1 2 3 4

13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한다 1 2 3 4

14 매일 2-4공기 분량의 쌀, 빵, 곡류, 국수류를 먹는다 1 2 3 4

15 의료인들의 지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질문한다 1 2 3 4

16
가벼운 정도 또는 중간강도의 운동을 한다 (예를
들면 일주일에 다섯 번 이상 30-40분간의 지속적
인 걷는 운동) 1 2 3 4

17 삶에서 내가 바꿀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인다 1 2 3 4

18 앞날을 기대한다 1 2 3 4

19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가진다 1 2 3 4

20 매일 2-4 조각 분량의 과일을 먹는다 1 2 3 4

21 의료인의 지시에 의문이 있을 때 다른 의료인에게
다시 확인한다 1 2 3 4



- 58 -

항목
전혀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일상적
으로
한다

22 여가 활동을 한다(예를 들면 수영, 춤, 자전거 타기
등) 1 2 3 4

23 잠잘 시간에 즐거운 생각에 집중한다 1 2 3 4

24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평안함을 느낀다 1 2 3 4

25 다른 사람들에게 쉽사리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고
따뜻하게 대한다 1 2 3 4

26 매일 1-2공기 분량의 야채를 먹는다 1 2 3 4

27 건강에 관한 걱정을 의료인과 상의한다 1 2 3 4

29 일주일에 최소한 세 번 이상 몸 펴기 운동을 한다 1 2 3 4

29 구체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스트레스 (긴장) 를 관리
한다 1 2 3 4

30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노력한다 1 2 3 4

31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과 신체적인 접촉을 갖는다 1 2 3 4

32 매일 2-3 컵 분량의 우유, 요구르트, 또는 치즈를
먹는다 1 2 3 4

33 신체적인 변화나 위험 징후가 있는지 최소한 한 달
에 한번은 내 몸을 살핀다 1 2 3 4

34
평상시 활동을 하는 동안에 운동한다(예:점심시간에
걷기,에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차를 멀리 세
우고 걷기 등)

1 2 3 4

35 일과 오락 시간의 균형을 맞춘다 1 2 3 4

36 하루하루가 흥미롭고 도전이 된다고 느낀다 1 2 3 4

37 친밀함을 나누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
법을 강구한다 1 2 3 4

38 육류, 생선, 마른 콩, 달걀, 견과류(호두, 땅콩 등)
종류를 매일 150-250g (3-5냥)분량만큼만 먹는다 1 2 3 4

39 나의 건강관리에 대해 의료인들에게 정보를 구한다 1 2 3 4

40 운동하는 동안에 맥박을 잰다 1 2 3 4

41 매일 15-20분간 휴식을 갖거나 명상(묵상)을 한다 1 2 3 4

42 삶에 있어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식한다 1 2 3 4

43 나를 보살펴주는 여러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는다 1 2 3 4

44 영양분, 지방, 염분 함량을 확인하기 위해 식품의
영양 성분표를 읽는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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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전혀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일상적
으로
한다

45 개인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한다 1 2 3 4

46 운동을 할 때 목표로 정한 심장 박동 수에 이른다 1 2 3 4

47 피곤해지지 않기 위해 나 자신을 조정한다 1 2 3 4

48 내가 나보다 더 큰 어떤 존재(절대자)와 연결되
어 있다고 느낀다 1 2 3 4

49 토론과 타협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을 해
결한다 1 2 3 4

50 아침 식사를 한다 1 2 3 4

51 새로운 경험과 도전에 나 자신을 열어놓는다 1 2 3 4

52 필요할 때는 조언 (권고) 이나 상담을 구한다 1 2 3 4

ⅡⅡⅡⅡ....아아아아래래래래의의의의 성성성성격격격격특특특특성성성성들들들들이이이이 귀귀귀귀하하하하의의의의 성성성성격격격격을을을을 얼얼얼얼마마마마나나나나 잘잘잘잘 묘묘묘묘사사사사하하하하고고고고 있있있있는는는는가가가가를를를를 한한한한 문문문문항항항항
도도도도 빠빠빠빠짐짐짐짐없없없없이이이이 ∨∨∨∨ 표표표표로로로로 답답답답하하하하여여여여 주주주주십십십십시시시시오오오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언제나
그렇다

1 자기소신(자기가 믿고 생각하는것)을
지킨다

2 다정하다

3 독립심이 강하다

4 동정심이 강하다

5 단호(맺고 끊듯이 매우 엄격)하다

6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다

7 개성이 강하다

8 이해심이 있다

9 강경(强硬)하다

10 인정이 있다

11 지도력이 있다

12 상한 기분을 잘 달래준다

13 모험심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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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언제나
그렇다

14 따뜻하다

15 지배적이다

16 상냥하다

17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18 아이들을 매우 좋아한다

19 공격적이다

20 부드럽다

ⅢⅢⅢⅢ.... 다다다다음음음음의의의의 문문문문항항항항은은은은 ‘‘‘‘귀귀귀귀하하하하가가가가 주주주주위위위위 사사사사람람람람들들들들로로로로부부부부터터터터 얼얼얼얼마마마마나나나나 도도도도움움움움을을을을 받받받받고고고고 있있있있다다다다
고고고고 느느느느끼끼끼끼는는는는지지지지’’’’에에에에 관관관관한한한한 질질질질문문문문입입입입니니니니다다다다.... 각각각각 문문문문항항항항을을을을 읽읽읽읽고고고고 귀귀귀귀하하하하의의의의 의의의의견견견견과과과과 일일일일치치치치한한한한
곳곳곳곳에에에에 VVVV표표표표를를를를 해해해해 주주주주시시시시기기기기 바바바바랍랍랍랍니니니니다다다다....

문 항 아주
조금 조금 보통 많이 아주

많이

1 주위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 고
맙게 생각했다

2 주위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주었다

3 주위 사람들이 나를 염려해 주었다

4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필요한 정보와 충고
를 주었다

5 내가 너무도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해야 했
을 때 주위 사람들이 도와 주었다

6
중요한 고민이나 감정 등을 털어놓고 싶었
을 때 주위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 주
었다

7 주위 사람들과 다투었다

8 주위 사람들이 나의 신경을 건드렸다

9 주위 사람들이 나의 생각이나 느낌을 잘못
이해 했다

10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못마땅한
방식으로 주위 사람들이 일을 처리했다

11 주위 사람들이 나를 불쾌하거나 화난 태도
로 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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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귀귀귀귀하하하하가가가가 현현현현재재재재 경경경경험험험험하하하하고고고고 계계계계시시시시는는는는 정정정정도도도도에에에에 따따따따라라라라 행행행행당당당당란란란란에에에에 VVVV 표표표표시시시시하하하하여여여여 주주주주
십십십십시시시시오오오오

증상정도 전혀
없다

아주
조금
느낀
다

조금
느낀
다

보통
이다

많이
느낀
다

아주
많이
느낀
다

1 열이 가슴에서 얼굴로 치밀어 오른다

2 진땀이 난다

3 피부감각이 이상하다

4 신경이 예민하다

5 불면증이 있다

6 우울하다

7 이유없이 심한 피로를 느낀다

8 머리가 아프다

9 팔, 다리가 쑤신다

10 가슴이 두근거린다

11 식욕이 없다

12 변비증이 있다

13 소화가 안된다

14 무엇에 집중할 수 없다

15 울기를 잘한다

16 숨이 막히는 것 같다

17 손발이 차다

18 불안하다

19 무릎이 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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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다다다다음음음음은은은은 여여여여성성성성들들들들이이이이 경경경경험험험험하하하하는는는는 폐폐폐폐경경경경에에에에 대대대대한한한한 의의의의견견견견을을을을 묻묻묻묻는는는는 항항항항목목목목들들들들입입입입니니니니다다다다....
읽읽읽읽어어어어보보보보시시시시고고고고 오오오오른른른른쪽쪽쪽쪽의의의의 5555가가가가지지지지 대대대대답답답답가가가가운운운운데데데데 귀귀귀귀하하하하가가가가 생생생생각각각각하하하하고고고고 계계계계시시시시는는는는 것것것것과과과과
가가가가장장장장 일일일일치치치치되되되되는는는는 것것것것 하하하하나나나나를를를를 골골골골라라라라서서서서 VVVV 표표표표시시시시하하하하여여여여 주주주주십십십십시시시시오오오오....

문 항
전적
으로
동의
한다

동의
한다

중립
이다

반대
한다

전적
으로
반대
한다

1 폐경후에 남편은 아내에게 애정을 적게 보
일것이다

2 폐경후에 여성은 출산의 통증을 경험하지
않게 되므로 좋다고 생각한다

3 폐경후에 여성은 임신되지 않으므로 섭섭
하게 생각한다

4 폐경후에 여성은 매력을 잃어버리게 되므
로 섭섭하게 생각한다

5 폐경후에 여성은 허약하게 된다

6 폐경후에 여성은 월경이 있는 불편함이 없
어지므로 좋다고 생각한다

7 폐경후에 여성은 갑자기 늙는다

8 폐경후에 여성은 성생활에 만족을 적게 느
낄것이다

9 폐경후에 여성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진다

ⅥⅥⅥⅥ.... 다다다다음음음음 문문문문항항항항을을을을 읽읽읽읽으으으으시시시시고고고고 옳옳옳옳다다다다고고고고 생생생생각각각각하하하하시시시시면면면면 ''''예예예예‘‘‘‘ 틀틀틀틀리리리리다다다다고고고고 생생생생각각각각하하하하시시시시면면면면
’’’’아아아아니니니니오오오오‘‘‘‘ 모모모모르르르르실실실실 경경경경우우우우에에에에는는는는 ’’’’모모모모른른른른다다다다‘‘‘‘에에에에 VVVV표표표표를를를를 해해해해 주주주주십십십십시시시시오오오오

문항 예 아오 모른다

1 폐경기동안 난소에서는 여성호르몬 분비가 증가한다

2 대부분의 여성은 폐경기동안 불편함을 경험하지 않는다

3 폐경기는 평균 여성의 나이 45세에 온다

4 에스트로젠 호르몬의 사용은 일반적으로 폐경의 증상을
없앤다

5 55세가 되면 모든 여성은 폐경이 된다

6 폐경기동안 외생식기는 조여들고,질분비물이 마른다

7 폐경기동안 월경량이 줄어들고 월경기간이 점점 짧아진다

8 폐경기동안 월경은 불규칙해 진다

9 폐경기동안 어떤 여성들은 불안함, 흥분, 우울, 신경 과
민증을 경험한다

10 폐경 때문에 정신이상에 걸릴 위험이 훨씬 많다



- 63 -

문항 예 아니오 모른다

11 폐경이후에는 골다공증이 올 가능성이 증가한다

12 폐경이후에는 심혈관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증가한다

13 폐경후엔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다

14 화끈거림, 얼굴, 몸 가슴에서 흐르는 식은땀은 폐경기
증에 일어나는 가장 흔한 증상이다

ⅦⅦⅦⅦ.... 1.현재 자신의 건강상태가 전반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①매우좋다___ ②좋다___ ③그저 그렇다___ ④나쁘다___ ⑤매우 나쁘다___

2.자신의 건강상태를 동년배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①매우좋다___ ②좋다___ ③그저 그렇다___ ④나쁘다___ ⑤매우 나쁘다___

ⅧⅧⅧⅧ.... 다다다다음음음음 사사사사항항항항을을을을 읽읽읽읽으으으으시시시시고고고고 해해해해당당당당란란란란에에에에 VVVV 표표표표시시시시를를를를 해해해해주주주주십십십십시시시시오오오오
1.연령: 세 체중:_____㎏ 키:_____㎝
2.민족: ①조선족_____ ②한족_____ ③기타_____
3.종교:①없음 ____ ②기독교____ ③천주교____ ④불교____ 기타______
4.직업: ①교원____②의료____③사무원____④공인(체력노동)____

⑤주부(퇴직 포함)____⑥기타________
5.가족 수: 본인포함( )명
6.교육정도:①무학___②초졸___③중졸___④고졸___⑤대학이상____
7.현재 결혼상태:①기혼___ ②사(死)별___ ③이혼___ ④별거___ ⑤미혼___
8.현재 기혼인 경우 결혼상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①아주 만족___②만족___③그저 그렇다___④불 만족___⑤아주 불 만족___

9.생활수준:①많이 어렵다___②약간 어렵다___③보통이다___④잘 산다___
10.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호르몬(격소)대치요법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한번도 없음____②과거 복용____( )달 ③현재 복용_____( )달
12.자신의 체중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있다 ____②없다____
13.초경 연령: 만___세
14.현재의 월경상태: ①규칙적이고 지난 3개월 이내에 월경이 있었다____

②규칙적이지 않고 최종 월경이 12개월 이내에 있었다____
③1년 이상 월경이 없다____

15.만약 1년 이상 월경이 없었다면 언제 때부터였습니까? _______세

감감감감사사사사합합합합니니니니다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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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i, Ren S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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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ealth promotion behaviors

and its influencing factors by menopausal status in Chinese middle-aged

women living in Yanbian, China. Data on 406 women between the ages of 40

and 60 were collected from October 1st, 2004 to November 20th, 2004.

Structured questionnaires were used to collected data and consisted of 52

items on HPLP-Ⅱ(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 19 items on climacteric

symptoms, 14 items on knowledge of menopause, 9 items on attitudes toward

menopause, 20 items on gender identity, 2 items on health perception, and 11

items on social support.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Chi-square, Pearson's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111. The mean score of health promotion behaviors was 2.34 in all subjects and

2.36 in premenopausal, 2.35 in perimenopausal, and 2.31 in postmenopau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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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 . Among health promotion behavior subdomains, scores were highest

for interpersonal relations and spiritual growth. The scores of physical activity

and health responsibility among health promotion behaviors subdomains were

lower than those of other domains. Health promotion behaviors and its

subdomains were not statistically different across the three groups.

2222. Among all subjects,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promotion behaviors

and general characteristic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occupation(p=.000),

economic status (p=.000), marital satisfaction (p=.000), and education(p=.000). In

premenopausal wome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ealth promotion behavior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related to occupation(p=.07), economic status

(p=.000), marital satisfaction (p=.000), education(p=.000), and hormone use

(p=.013). In postmenopausal women, health promotion behaviors were

significant different by occupation( p=.037)

3333. Among all subjects, health promotion behaviors scores were higher for of

androgynous , masculine , and feminine gender identity types than scores of

undifferentiated type women(p=.000). In the premenopausal group, health

promotion behaviors scores of androgynous and masculine types were higher

than scores of undifferentiated type(p=.000). In the perimenopausal group,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by gender identity type in health

promotion behaviors. In the postmenopausal group, health promotion behaviors

scores were higher in androgynous type than the undifferentiated type(p=.004).

4444. Among all subjects, health promotion behavior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ith knowledge of menopause (r=.13, p=.007),

health perception (r=.25, p=.000), and social support (r=.17, p=.000), and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climacteric symptoms (r=-.19, p=.000).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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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enopausal group, health promoting behaviors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ith knowledge of menopause (r=.20, p=.005), health perception

(r=.34, p=.000), and social support(r=.14, p=.040), and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climacteric symptoms (r=-.16, p=.017) as well as BMI(r=-.16, p=.017).

Health promotion behavior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knowledge of

menopause in the perimenopausal group(r=.32, p=.022) and with health

perception(r=.24, p=.006) and social support(r=.25, p=.004) in the postmenopausal

group. Health promotion behaviors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climacteric

symptoms (r=-.28, p=.001) among postmenopausal women as well.

5555.... In all subjects, gender identity, health perception, education, economic status,

and social support explained 16.7% of the variance of health promotion

behaviors. Androgynous gender identity(β=.26) was the most influential

predictor. In the premenopausal group, the combination of gender identity,

economic status, and health perception explained 23.3% of the variance of

health promotion behaviors, and androgynous gender identity(β=.32) was the

most influential highest factor. In the perimenopausal group, knowledge of

menopause explained 9.0% of health promotion behaviors. In the

postmenopausal group, climacteric symptoms and androgynous gender identity

explained 9.4% of health promotion behaviors. Climacteric symptoms(β=.26) was

highest factor.

Keyword: Health promotion behavior, Climacteric symptom, Knowledge of

menopause, Attitude toward menopause, Gender identity, Health

perception, So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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