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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여여여호호호와와와께께께 감감감사사사하하하라라라...저저저는는는 선선선하하하시시시며며며 그그그 인인인자자자하하하심심심이이이 영영영원원원함함함이이이로로로다다다...”””
(((시시시편편편 111111888편편편 111절절절)))

17년 전,직업군인인 남편을 만나 결혼하면서 간호사로 일하던 병원을 떠
날 때만해도 제가 다시 간호학을 공부하는 길로 들어서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하지만,하나님은 제가 다시 그 옛날 학창시절처럼 대학 원서를 뒤
적이며 레포트 제출,학점 취득 등과 씨름하는 ‘아줌마 대학원생’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습니다.

이 논문이 나오기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시간을 쪼개서 논문의 주제 선정
에서부터 연구의 모든 과정 속에서 열정적으로 지도해 주신 박 소미 교수님,
항상 탁월한 수준에서 세세히 가르쳐 주시고 논문을 다듬어 주신 김 기연 교수
님,연구에 적합한 통계를 만들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장 세진 교
수님의 정교한 지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가 무거운 부담감으로 대학원 공부를 시작했을 때,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격려의 말씀으로 용기를 북돋아 주신 허 혜경 학부장님의 자비로우신
배려를 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년간 모든 과정 가운데 가정 일과 학업,그리고 복음 전하는 삶을
결코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아
울러 제 곁에서 늘 격려와 도움을 준 남편과 건강하고 밝게 자라 준 지훈,현
경에게 엄마로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먼발치에서 묵묵히 딸을 위
해 기도로 동역해주신 어머니 김혜옥 권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공부를 시작할 때 기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네비게이토선
교회 자매님들과 마무리할 때까지 용기를 북돋아 주신 조 경혜 자매님과 안 현
숙 자매님,그리고 함께 교제하는 여러 자매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
다.
“““.........내내내가가가 온온온 것것것은은은 양양양으으으로로로 생생생명명명을을을 얻얻얻게게게 하하하고고고,,,더더더 풍풍풍성성성히히히 얻얻얻게게게 하하하려려려는는는 것것것이이이
라라라...””” (((요요요한한한복복복음음음 111000장장장 111000절절절)))

힘겹고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님은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삶
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있어서 다가오는 새 날은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기대와 소망의 시간입니다.저를 도와주신 모
든 분들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감사합니다.

2007년 6월

함함함 명명명화화화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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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군군군인인인가가가족족족 중중중년년년여여여성성성의의의 생생생활활활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와와와 갱갱갱년년년기기기증증증상상상
-일반 중년여성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군인가족 중년여성과 일반가족 중년여성간의 생활스트레스와
갱년기 증상의 차이를 비교하고 중년여성의 갱년기 증상을 설명할 수 있는 제
변수를 확인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은 40-60세 중년여성으로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2006년
10월 9일부터 11월 5일까지 자료 수집을 수행하여 최종 258부가 분석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Win12.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t검정,χ²검정 및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군인가족 중년여성과 일반가족 중년여성의 생활스트레스,대처유형,

사회적 지지,행동유형,갱년기 증상을 비교한 결과 생활스트레스 중 관계영역
과 대처유형 중 수동적 대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중년여성의 신체적 갱년기 증상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군인가족

여부,연령,월수입,생활스트레스 중 당면과제영역과 행동유형,대처유형 중 능
동적,수동적 대처였으며 이들 변수로 중년여성의 신체적 갱년기증상을 28% 설
명하였다.
셋째,정신 신경성 갱년기 증상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연령,생활스트

레스,행동유형 및 대처유형 중 능동적,수동적 대처가 유의하였고 이들 변수로
중년여성의 정신 신경성 증상을 38%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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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사회적 갱년기 증상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군인가족여부,생활스트
레스 중 관계영역,행동유형이 유의하였고 이들 변수로 중년여성의 사회적 갱
년기 증상을 22% 설명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중년여성의 신체적,정신 신경성,사회적 갱년기

증상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생활스트레스와 행동유형이었으며,군인가
족의 특성이 신체적,사회적 갱년기 증상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확인되었다.따
라서 군인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중년여성의 갱년기 증상 관리 중재를 위해서는
행동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핵심 되는 말 :중년여성,생활스트레스,대처유형,사회적 지지,행동유형,
갱년기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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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여가 증대와 같은 생활환경 변화와 취업여성 인구의
증가,여성의 자아에 대한 관심 고조 등 사회･심리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해
중년 이후의 삶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특히 여성의 평균수명이 2001년
80.1세로 증가되면서(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일생의 1/3가량을 폐경이 된
상태로 생활하게 됨에 따라 폐경 후 여성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다.
중년기는 발달단계상 전환기로서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신체적으로는 폐경에 따른 호르몬 변화와 관련된 심혈관계,근골격
계,내분비계,비뇨생식계 등의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Wheeler,1995).구체적으
로는 허혈성 심질환,부정맥과 같은 심장질환,난소 기능 중단으로 인한 골다공
증의 위험이 증가되고(Cooper& Sander,1998),여성생식기의 이완으로 인한
요실금과 같은 문제 등을 경험하게 된다.심리적으로는 지금까지 수행해 온 역
할에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거나 보람된 여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불안
과 내적 긴장이 심화되어 기분 저조,불안정,신경과민,건강 염려증,우울과 같
은 정서장애를 경험한다(박금자,2000).또한 사회적으로는 자녀들의 성장과 결
혼 또는 취업으로 독립해 나감으로서 가족체계와 역할의 변화가 초래되어 부부
생활의 재적응기 등 이 시기에는 많은 생활사건,스트레스,노화과정의 시작과
상황적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위에서 언급된 중년기의 변화는 중년여성의 주요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며,

이러한 스트레스원은 갱년기 증상에 영향을 주어 건강도 위협할 수 있다(박복
희,2000).또한 스트레스는 여성 개인에 머무르지 않고 가정 내에서 남편이나
자녀들의 안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서 그가 속해 있는 사
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그러나 중년여성의 스트레스 관리가 매우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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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임에도 불구하고,여전히 전통적인 가부장적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해 중년여성의 건강관리는 아직도 우선순위에서 뒤쳐져 있는 실정이다.중년
여성은 발달 특성상 독특한 스트레스를 불가피하게 경험하게 되는데 그 관리여
하에 따라 불 건강으로 이행하여 심각한 질병을 초래하므로 예방 및 건강증진
차원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임정자,
2001).
중년여성의 갱년기 증상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가족 및 대인관계,

가사문제,재정문제,건강문제 등과 같은 스트레스의 정도가 갱년기 증상에 영
향을 미친다(김경신 & 김오남,1997;전겸구,1998).이러한 스트레스는 대처방
법에 따라 증상을 경험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다(윤현희,1995;강태순,2000).
즉,인간은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해결하기 위한 대처
행동을 취하게 되며(송영숙,1997),사회적 관계 내에서 얻을 수 있는 대처차원
은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변수로 확인된 바 있다(이경주,
1997).아울러 개인의 행동특성은 스트레스로 인한 영향을 완화하고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박근상 & 여종구,2000;장세진,2001),행동특성이 스트
레스 발병의 주요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이종목,1990).따라서 중년여성의 건
강관리를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대처유형과 행동특성이
중년여성의 갱년기 증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년여성의 갱년기 증상 관련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일반가족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직업의 특성을 고려한 군인가족 중년여성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군인가족 중년여성이 남편의 직업적 특성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는 잦은 이사,오지 근무에 따라 가족,친구 등과 같은
지지자들과의 관계 단절(Martin,1984),남편의 비상근무와 같은 불규칙한 생활
과 남편의 부재 등으로 인한 가족 내에서 역할 부담이 제시되고 있다(선순규,
1996;박영숙,1995).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군인가족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대처유형,행동유형과 갱년기 증상을 확인하고 군인가족 중년여성 건
강관리를 위한 중재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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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는 군인가족 중년여성의 스트레스가 갱년기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군인가족 중년여성의 요구에 맞는 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프
로그램을 계획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수행된 것으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군인가족 중년여성과 일반가족 중년여성간의 생활스트레스,대처유형,사
회적 지지,행동유형,갱년기 증상의 차이를 비교한다.

2)중년여성의 신체적 갱년기 증상을 설명할 수 있는 제 변수를 확인한다.
3)중년여성의 정신 신경성 갱년기 증상을 설명할 수 있는 제 변수를 확인한
다.

4)중년여성의 사회적 갱년기 증상을 설명할 수 있는 제 변수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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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장장장 문문문헌헌헌 고고고찰찰찰

111...중중중년년년여여여성성성의의의 생생생활활활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생활스트레스는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

는 것으로서 긍정적･부정적인 것 모두가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적응단계에서 강
도가 높거나 오래 지속되면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특히
중년여성의 경우는 자신의 내부 및 외부로부터 오는 변화에 대해 적응해야 할
부담감이 있는 인생 주기로 어느 시기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신체적으로 모든 기관이 감퇴되고 노화 및 호르몬 변화로 폐경이
오고,정신 사회적으로 자녀 독립에 따른 역할 변화와 더불어 갈등,상실감,고
립,위축 등의 정서적 문제들을 경험하는 등 다양한 스트레스를 직면하게 된다.
중년여성은 가족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가족의 건강상태에 영
향을 주기 때문에 그들의 건강상태는 사회적으로 중요하다.
선행연구에서 중년여성이 일상생활 속에서 받게 되는 많은 내･외적 스트레

스와 생활 사건이 개인의 적응 능력보다 강도가 크거나 장기간 지속되면서 불
안,비관,편집증,우울 등 여러 가지 정신적,신체적 질환을 유발하며(이규은 &
최의순,1999;임정자,2001),Kenney(2000)는 면역기전과 세포에 손상을 주어
질병이환을 촉진시켜 암 발생위험요인도 높아진다고 했다(최애선,2002년 인
용).아울러 연령집단별 여성의 스트레스 정도를 평가했는데 중년기의 여성이
다른 연령집단의 여성보다 스트레스 정도가 높았으며,스트레스 인지 정도가
높은 군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증상을 많이 경험하였다.특히 중년여성
의 경우 생활스트레스 인지 정도가 높을 때 남성보다 더 높은 불안과 우울 증
상을 보였다(Slusarcick,Ursano,FullertonandDinneen,1999;김영미,2001).
중년여성은 가족 스트레스 중 가족관계와 가족재정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느꼈고,월 평균 소득이 적을수록 경제수준이 낮은 중년여성이 중류층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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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중년여성보다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영자(2003)는
중년여성의 스트레스 수준은 부부관계에 따른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고,그 다
음으로는 경제,건강,자녀관계에 따른 스트레스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군인가족 중년여성의 생활스트레스는 앞서 언급된 스트레스 외에 남편의

직업적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첫째,근무환경에 따른 스
트레스로 잦은 이사와 오지 근무를 들 수 있다.Michlin(1970)에 의하면 이주는
심한 생활변화를 낳는다.즉,삶의 원천인 가족,친구,학교나 직장동료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와의 접촉 단절이 불가피하게 돼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
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또한 새로운 지역에서의 상이한 일련의 규범과 가치
관에 적응해야 한다고 하였다(김회화,2000년 인용).따라서 군인가족들은 새로
운 지역공동체 안에 친밀한 유대감이 생기기까지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하게 된
다.자녀들은 교우 관계의 단절 내지 박탈,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문제 등으
로 인해 안정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이러한 군인가족의 특성은 자녀
들에게 열악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게 되어 여성의 생활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
다.둘째,공동체 형성에 따른 스트레스가 생겨난다.군 공동체의 형성은 일반인
들과는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형성되기 때문에 군과 일반인 사이에 구체적
인 교류가 제한되게 된다.따라서 서로의 이해 폭이 좁고 또한 일반인들과 분
리된 생활공간은 일반인들의 군에 대한 거부감을 형성하기도 한다.공동체로서
사적인 생활영역까지도 군의 통제 영역 안에 있으므로 자율성에 한계가 있다.
셋째,남편의 잦은 부재에 따른 스트레스를 꼽을 수 있다.군인들은 근무시간이
길고 불규칙하며 훈련과 비상대기 상태가 발생한다.즉,남편의 잦은 부재로 인
해 집안일과 자녀양육과 같은 일상의 일부를 담당해 줄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가사의 역할 분담이 군인가족에게 편중되어 있다.
종합해 볼 때 생활스트레스는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적절히 대처하지 못

할 때에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주게 된다.특히 가정주부가 가정 및 사회에
서 야기되는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에 손상을 입게 되면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파괴됨은 물론 가족 발달 과업의 수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따라
서 중년여성의 생활스트레스를 파악해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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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대대대처처처유유유형형형
스트레스 대처란 ‘적응’과 유사하며 가끔 혼용되어 사용하기도 한다.다만

‘적응’은 환경이나 내적 욕구에 대한 모든 반응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된다.‘대처’는 스트레스를 주는 욕구나 정서적 욕구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
한다.스트레스 대처는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하고 상황의 어려움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인지적 행동적인 노력으로 간주된다.다시 말해 대처란 스
트레스의 부정 효과를 평가하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하는 동시
에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해 내려는 과정을 의미한다(이지영,2001).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이론적으로 구분된 스트레스 대처방법은 특정 행동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하지만 학자들마다 그 유형을 달리하고 있다.Lazarus& Folkman(1984)
은 두 가지 대처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했다.첫째,문제 중심적 대처방법으로 갈
등을 야기 시키는 상황을 없애거나 변화시키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행동을 취하
는 것을 의미한다.둘째,정서 중심적 대처방법으로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정서적 고통을 일시적으로 경감시키려는 노력으로 주로 억압,부인,
회피 등과 같은 방어기제가 사용된다고 하였다.Pines& Aronson(1988)은 스트
레스에 대한 대처유형을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로 구분하였다.적극적 대
처유형은 적극적으로 스트레스의 근원이나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거나 대
결하는 차원에서의 방안 즉,문제에 대한 사고의 방식을 변화시키려는 인지적
시도와 문제 또는 결과를 직접적으로 다룸으로써 사건들을 해결하려는 행동적
시도들을 포함한다.소극적 대처유형은 물리적으로 혹은 인지적 차원에서 스트
레스를 회피하거나 부정하는 방법 즉,위협을 부인하거나 최소화 하려는 인지
적 시도와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정서를 표현함으로써 긴장을 완화
시키려는 행동적 시도가 포함된다.중년여성의 적응력을 연구한 최혜경(2000)은
중년여성이 스트레스를 인지했을 때 효율적인 대처유형을 사용함으로써 행복감
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홍규(1994)는 스트레스 대처기제를 여가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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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자기관리,사회적 지지,합리적 대응,자기반성,희망적･긍정적 사고,회피
등을 들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인지하여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면 이에

대처하기 위해 그 상황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유지하며,그 문제에 대해 부정
적인 생각이나 걱정을 하지 않고 낙관적으로 기대하거나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
려고 최악의 상태를 대비하는 등 적절히 대처하게 된다.중년여성이 어떤 사건
이나 문제에 부딪힐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와 함께 해결 방법
으로 적절한 대처유형을 사용한다면 중년여성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것이
다.

333...사사사회회회적적적 지지지지지지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적 환경 내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충족될 수 있는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이러한 사회적 상호작
용을 통한 욕구충족과정에서 얻게 되는 것이 사회적 지지이다.사람들은 사회
적 관계를 통해 정서적 위안,물질적 원조와 서비스를 포함하는 사회적 지지를
받게 된다.이 같은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시키고 건전한
사회관계를 형성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김삼진,1999).사회적
지지 개념은 1970년대 이후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함께 스트레스와 적응의
관계를 중재하는 핵심변인으로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졌다.사회적 지지는 복
합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내린 정의와 평가방법은 다양
하다.Lin,Ensel,SimeoneandKuo(1979)는 사회적 지지를 개인,집단,지역사
회에 의한 사회적 결속을 통해 개인에게 접근할 수 있는 지지로 정의하였다.
Kahn(1985)은 개인 간의 상호작용으로서 타인에 대한 애정,타인의 언행에 대
한 긍정,타인에 대한 상징적이거나 물질적인 도움 등의 지지적인 작용이라고
규정했다.House(1984)는 사회적 지지란 정서적 관심,유효한 원조,환경에 대
한 정보 및 평가 중에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을 포함하는 대인적 관계로 정의하
였다.따라서 사회적 지지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제공 되어지는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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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대인관계

기제이다(Cohen& Hoberman,1983).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심리적 건강,예를
들어 심리적 복지,생활만족도,주관적 안녕,우울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보고서가 있다(배지연 & 김은이,2003).가족,친구,이웃의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사건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인지적으로 완화시켜주는 조절역할을
한다(Sarasan,PierceandSarason,1990).사회적 지지가 여성들의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완화시켜주는 조절 역할을 한다.사회적 지지
는 중년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다(이원숙,
1995).중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관계망 및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들을 살
펴보면,사회적 관계망이 넓을수록(이기숙 & 김현지,2002),높은 수준의 사회
적 지지를 지각할수록(이미숙,2003)심리적 부적응을 줄이며,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사회적 지지의 정도를 높게 지
각할수록 심리적 스트레스 및 위기 수준이 낮아진다(백보령,1994).김경임
(1998)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지 정도를 측정한 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식하고 있고 평가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에 더 높게 인식한 것을 보고 했다.김미희(1994)는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 정도를 파악해 결혼만족도와 월수입에서 각각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Kenney(2000)에 의하면 중년여성은 아내,어머니,직장인이며
자녀와 고령의 부모에 대한 다양한 역할과 책임으로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스
트레스가 크지만 그들의 배우자로부터 적당한 도움이나 정서적 지지를 받고 있
지 못하여 건강문제에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최애선,2002년 인
용).
이상의 문헌을 통해 사회적 지지는 중년여성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약화

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사회적 지지는 중년여성이 스트레스
에 대처하도록 유용한 자원을 제공하고 스트레스원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을 줄
여준다.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에 관한 효과적인 완화 효과와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케 하여 문제해결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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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444...행행행동동동유유유형형형
스트레스를 다룬 문헌 중에서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는 성격특성이 A형 행동유형이다.A형 행동유형이라는 개념은 1950
년대부터 심장병 환자들의 독특한 행동양상을 관찰하여 오던 심장학자인
Friedman과 Rosenman에 의해 처음 등장하였다.이들이 내린 A형 행동유형 행
동의 정의는 보다 적은 시간 내에 많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만일 다른 사람이나 일이 방해가 될 때에는 그것에 대해 공격적인 방식으로 대
항하는 사람들에게서 관찰될 수 있는 특징적인 행위와 정서의 복합체(Action-
Emotion Complex)이다(Friedman& Rosenman,1974).
A형 행동유형은 선행연구에서 주로 심장질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되어 왔다.

A형 행동유형의 성향을 보이는 사람은 시간 개념에 대해 과민한 반응을 보인
다.따라서 보행이나 식사 그리고 업무수행을 빠르고 겉치레로 하는 경향을 보
인다.안면긴장,말 빠르게 하기,다른 사람의 말 끼어들기,호흡 시 소리내기
등의 신체적인 특성도 보인다(Denollet,1993).A형 행동유형과 심장질환의 발
생 간의 관련성에 대해 그 동안의 여러 연구에서 보고 된 바 있다.대표적 연
구로 Framingham연구결과를 들 수 있다.그에 따르면 A형 행동유형을 소유한
사람은 B형 행동유형의 사람보다 심장질환의 발생률이 약 2배가량 높다.
Dearborn& Hasting(1987)은 여성들의 스트레스 연구에서 A형 행동유형의 여
성들이 B형 행동유형의 여성들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며 A형 행동유
형의 여성들이 자신의 직업을 더 스트레스적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하였다.국
내의 선행연구인 박근상 & 여종구(2000)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
으로 직무 스트레스 특성을 연구한 바에 의하면,성급한 성격을 갖고 있는 A형
행동유형의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기 쉬우며 B형 행동유형을 가진 사람보다 스
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 스트레스로 인한 결과에 대한 평점 값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류현미(2003)는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행동유형에 따른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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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와 탈진 수준을 연구하였다.행동유형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A형 행동유형 교사가 B형 행동유형 교사보다 직무스트레
스를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국내･외 학자들의 다양한 연구 결과를 볼 때,A형,B형 행동유형은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대처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따라
서 중년여성이 받는 생활스트레스도 행동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되며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555...갱갱갱년년년기기기 증증증상상상
갱년기는 폐경 전 생식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폐경 후 생식능력이 없는 상

태로 변환되는 과도기를 의미한다.즉,난포 호르몬의 분비감소와 더불어 배란,
월경 등 생식기능을 위한 월경현상이 불규칙해지는 내분비적 혼란시기로부터
폐경이 되어 생식능력을 상실한 후 다시 안정을 찾을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한인권,2001).갱년기 증상은 이러한 기간 동안 발생하는 호르몬 변화에 의한
신체･생리적 증상들과 사회･심리적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대한산부인과학회,1991).
신체적 요인에 의한 갱년기 증상을 나누어 보면,초기증상으로는 열성홍조

와 야간발한 등의 혈관운동성 증상과 우울증,가슴 두근거림,불안초조,무력감,
집중력장애 등의 정신적 심리적 증상,근육통과 관절통 등의 전신증상이 있다.
대부분 기간 경과와 함께 소실된다.중기증상으로는 비뇨생식기 위축으로 인한
빈뇨,배뇨 통,성교 통,질 출혈 등과 신체 각 부위 결합조직의 야교질이 감소
함에 따라 나타나는 피부의 탄력성 감소,유방 처짐 등이 있다.이러한 중기증
상은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다.말기증상으로는
골다공증,심혈관질환,뇌혈관질환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증상은 일상
생활에 심한 불편을 초래하고 매우 심각한 건강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한국유
방암학회,2005).
우리나라 여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갱년기 증상은 이종화(2000)의 연구에



- 11 -

서 보듯이 관절의 통증,혈관운동성 증상이다.박영주,구병삼,강현철,천숙희와
윤지원(2001)의 연구에서는 혈관운동성 증상,김영혜,하은화와 신수진(2003)의
연구에서는 피곤함,혈관운동성 증상,신경근육계 증상 등이 나타났다.특히 열
성홍조와 야간발한 등의 혈관운동성 증상은 대표적인 갱년기 증상으로 불면,
우울,불안,인지기능 저하 등 정신･심리적인 증상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Soares,2003).일반적으로 혈관운동성 증상은 50～88%의 갱년기 여
성들이 경험하고 있으며 4～5년의 기간 동안에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Alan,2003;Clemons,2002).
갱년기 증상의 사회･심리적인 요인을 거론한 Pearson(1982)은 갱년기 증상

을 에스트로겐 결핍과 관련된 내분비계 이상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갱년기
증상이란 노화과정에 적응하는 개인적 상태,생활양상 등 변화기에 일어나는
사회･심리적 요인들이 상호작용 되어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역설했다.또
Permutter(1978)는 갱년기 증상이 호르몬 불균형에 기인되기보다는 오히려 정
서적,심리적 요인과 여성의 생활양상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
고 갱년기 증상의 사회･심리적 요인을 강조하였다.이 시기에 잘 적응하지 못
하면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발생하기 쉽고 다음 발달단계인 노년기의 건강에
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갱년기 증상은 변화에 적응능력에 따라 잘 적
응된 여성보다는 적응이 어려운 여성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게 된다(박난준,
1988).갱년기는 여성의 생의 주기 중 가장 현저하고 급격한 생의 변화를 경험
하는 시기이다.즉 가치체계 면에서 갱년기는 자아전념,자아도취의 시기로 자
신의 생을 평가하고 재창조하는 시기로 자신이 해온 과거의 업적에 대해 침울
감을 갖게 된다.때로는 지금까지의 역할에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고 남은여생
을 더욱 보람되게 보내야겠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초조감과 우울 감을
경험하게 된다(Steiner,1973).사회 체계적 변화로는 자녀들의 성장과 결혼 또
는 취업으로 인해 독립함으로서 가족체계와 역할의 변화가 초래되어 부부 생활
의 재 적응기를 맞게 되며 이것은 부부에게 하나의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Uphold,Susman,1981).
이같이 여성의 갱년기는 자신의 내부 및 외부로부터 오는 변화에 대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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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해야 할 부담감이 있어 인생의 어느 시기보다도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따라서 갱년기 증상은 신체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심리
적 요인에 의해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년여성의 갱년기 증상은 총체주의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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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장장장 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 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군인가족 중년여성과 일반가족 중년여성의 생활스트레스,대처

유형,사회적 지지,행동유형과 갱년기 증상을 비교하는 횡단적 서술연구이다.

222...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연구의 대상은 40-60세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40-60세 나이로 제한

한 것은 Youngkin과 Davis(1998)가 제시한 중년여성의 기준에 따른 것으로 다
음의 선정기준에 맞는 중년여성 258명을 선정하였다.
･기혼 여성
･1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
･연구 참여에 동의한 여성

333...연연연구구구도도도구구구
1)생활스트레스
생활스트레스는 한 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부정적인 생활 사건과

지속적으로 한 개인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만성적 긴장 등으로 인하여 유발되
는 스트레스를 의미한다(장세진,1992).본 연구에서는 전겸구(1998)의 주부생활
스트레스 척도로서 2개의 하위영역인 관계 영역(남편과의 관계,자녀와의 관계,
시댁과의 관계 및 친구관계)과 당면 과제 영역(경제문제,주거환경문제,건강문
제,교통문제,가사노동 문제 및 직장생활문제)을 포함하는 총 6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본 도구에서는 64개의 생활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그 사건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를 ‘전혀(0점)’나 ‘가끔(1점)’혹은 ‘자주(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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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3점 척도로 측정하였다.본 연구에서 2개 하위영역의 신뢰도는 각각 관계
영역 Cronbach̀sα=.88,당면과제 영역 Cronbach̀sα=.87이었다.

2)대처유형
대처유형이란 문제가 되거나 어려움이 있는 일에 적절한 태도를 취하거나

적절한 처리를 하는 것으로(Pearlin,1989),본 연구에서는 전겸구(1994)가 개발
한 다차원적 대처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본 도구는 2개 하위 영역인 능
동적 대처(자기조절,종교적 지원추구,정서적 지원추구,정서적 표출)와 수동적
대처(수동적 수용,자기비판,인내,하향비교)로 구성된 총 55개 문항으로 자신
이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도를 ‘전혀 사용 안함(0점)’‘조금(1
점)’‘상당히(2점)’및 ‘매우 자주 사용함(3점)’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본 연
구에서 능동적 대처 영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2이고 수동적 대처 영역
의 신뢰도는 Cronbach̀sα=.88이었다.

3)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란 타인들로부터 받는 사랑이나 인정,정보,물질적 원조 등 사

회적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인 자원이다(Cohen &
Hoberman,1983).본 연구에서는 박지원(1985)이 개발한 간접적 지지 척도 중
6개 문항을 사용하여 ‘아니오(1점)’,‘예(2점)’의 2점 척도로 측정하였다.본 연구
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α=.86이었다.

4)행동유형
행동유형은 A형과 B형으로 구분되는데 A형 행동유형은 높은 성취동기,공

격적이고 적대적인 성향,경쟁적이며 참을성이 없는 성격을 말하며,B형 행동유
형은 이와는 반대의 성향을 말한다(Friedman& Rosenman,1959).본 연구에서
는 주부용 Framingham TypeA 성격 유형 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한 이무식
(1999)의 도구를 사용하였다.측정치가 높을수록 A형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점수의 중위수(median)를 기준으로 중위수 이상을 A형,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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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이하는 B형으로 구분하였다.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3이었
다.

3)갱년기 증상 측정 도구
갱년기 증상이란 여성의 생식기에서 비 생식기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폐경을

전･후로 경험하는 신체적,심리적,정신 신경성 증상을 말한다(Willson &
Carrington,1987).본 연구에서는 이종화(2000)가 개발한 68개 문항,2개 하위
영역인 신체적 증상 영역(혈관운동성증상,비뇨생식기 증상,교원질 소실로 인
한 증상,관절의 통증,골격계 증상,심혈관성 증상,기타 증상)과 정신 신경성
증상 도구와 본 연구자가 문헌을 통해 추가한 사회적 증상 2개 문항을 포함하
여 총 70개 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각 영역의 증상 정
도는 ‘아주 심하다(5점)’,‘심하다(4점)’,‘보통이다(3점)’,‘경하다(2점)’,‘심하지 않
다(1점)’,‘증상이 없다(0점)’로 한 6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갱
년기증상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신체적 증상
Cronbach̀sα=.96,정신 신경성증상 Cronbach̀sα=.96,사회적 증상 Cronbach̀s
α =.81이었다.

444...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 절절절차차차와와와 방방방법법법
본 연구는 2006년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1개구에 소재한 군인아파트와

동일지역에 경제수준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일반아파트를 임의로 선정하여 관리
소장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자료 수집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연구자가 가
정을 직접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선정기준에 맞는 여성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자료수집은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행
하였고,자료수집 소요시간은 약 20-30분 이었다.

555...자자자료료료 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수집된 자료들은 부호화한 후 입력하여 SPSSWin12.0프로그램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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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분석하였다.첫째,군인가족 중년여성과 일반가족 중년여성의 일반적인 특성
은 실수와 백분율을 이용한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둘째,군인가족 중년여성과
일반가족 중년여성의 생활스트레스,대처유형,사회적 지지,행동유형,갱년기
증상의 차이는 t검정과 χ²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셋째,중년여성의 갱
년기 증상에 대한 생활스트레스,대처유형,사회적 지지,행동유형의 설명력은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hierarchicalmultiple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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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444장장장 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111...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군인가족 중년여성과 일반가족 중년여성의 경우

68.8% 이상이 40대와 50대 사이에 속하였고 교육수준은 군인가족 중년여성과
일반가족 중년여성에서 58.7% 이상이 대졸 이상에 속하였다.경제 상태는 군인
가족 중년여성과 일반가족 중년여성에서 200만원이상인 경우가 73.4% 이상으로
확인되었다<표 1>.

표 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명 구분
군인(n=149) 일반(n=109)
실수(%) 실수(%)

연령 40-50 128(85.9) 75(68.8)
51-60 21(14.1) 84(31.2)

교육 고졸 이상 37(24.8) 45(41.3)
대졸 이상 112(75.2) 64(58.7)

경제상태 200만원 미만 13(8.7) 29(26.6)
200-300만원 미만 24(16.1) 33(30.3)
300만원 이상 112(75.2) 47(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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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생생생활활활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대대대처처처유유유형형형,,,사사사회회회적적적 지지지지지지,,,행행행동동동유유유형형형,,,
갱갱갱년년년기기기 증증증상상상의의의 차차차이이이

111)))생생생활활활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비비비교교교
군인가족 중년여성과 일반가족 중년여성간의 생활스트레스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군인가족 중년여성과 일반가족 중년여성은 생활스트
레스에 있어 각각 평균 43.06점과 43.63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그러나 생활스트레스 중 관계영역 점수에서 군인가족 중년여성은 7.06점,일
반가족 중년여성은 9.27점으로 일반가족 중년여성이 군인가족 중년여성보다 유
의하게 높았다(t=-2.02,p=.04).당면과제영역에서는 군인가족 중년여성이 35.46
점,일반가족 중년여성이 34.37점으로,군인가족 중년여성이 일반가족 중년여성
보다 약간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2.군인가족 중년여성과 일반가족 중년여성의 생활스트레스 비교

변수명
군인(n=149) 일반(n=109)

t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생활 스트레스 43.06±13.97 43.63±16.15 -.30 .76

관계영역 7.06±5.54 9.27±7.16 -2.02 .04

당면과제영역 35.46±10.28 34.37±11.14 .81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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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대대대처처처유유유형형형 비비비교교교
군인가족 중년여성과 일반가족 중년여성간의 대처유형의 차이를 분석한 결

과는 ＜표 3＞과 같다.총 대처유형의 점수는 군인가족 중년여성의 경우 평균
67.35점,일반가족 중년여성은 67.00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또한 대처유
형 중 능동적 대처에서도 군인가족 중년여성이 일반가족 중년여성보다 높은 점
수를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그러나 수동적 대처에서는 군인가족 중
년여성이 23.36점,일반가족 중년여성이 26.83점으로,일반가족 중년여성이 군인
가족 중년여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2.28,p=.02).

표 3.군인가족 중년여성과 일반가족 중년여성의 대처유형 비교

변수명
군인(n=149) 일반(n=109)

t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총 대처유형 67.35±19.76 67.00±22.40 .13 .90

능동적 대처 44.00±13.51 42.18±14.64 1.03 .31

수동적 대처 23.36±8.74 26.83±9.56 -2.2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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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사사사회회회적적적 지지지지지지 비비비교교교
군인가족 중년여성과 일반가족 중년여성간의 사회적 지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군인가족 중년여성의 경우 9.05점,일반가족 중년여성은 8.97점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표 4＞.

표 4.군인가족 중년여성과 일반가족 중년여성의 사회적 지지 비교

변수명
군인(n=149) 일반(n=109)

t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사회적 지지 9.05±1.58 8.97±1.71 .39 .69

444)))행행행동동동유유유형형형 비비비교교교
군인가족 중년여성과 일반가족 중년여성간의 행동유형 차이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일반가족 중년여성이 군인가족 중년여성보다 A형 행동유형
분포가 56.6%로 높았으나 군인가족 중년여성과 일반가족 중년여성간의 행동유
형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5.군인가족 중년여성과 일반가족 중년여성의 행동유형 비교

변수명
군인(n=149) 일반(n=109)

χ² p실수(%) 실수(%)

A형 72(48.3) 64(56.6) 1.85 .17

B형 77(51.7) 49(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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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갱갱갱년년년기기기 증증증상상상 비비비교교교
군인가족 중년여성과 일반가족 중년여성간의 갱년기 증상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총 갱년기증상 점수는 군인가족 중년여성이 평균 74.51점,일반가족 중년
여성이 74.91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또한 하위영역인 신체적 증상과 사
회적 증상의 점수는 군인가족 중년여성이 일반가족 중년여성보다 높았고,정신
신경성 증상 점수는 일반가족 중년여성이 군인가족 중년여성보다 높았으나 유
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6＞.

표 6.군인가족 중년여성과 일반가족 중년여성의 갱년기 증상 비교

변수명
군인(n=149) 일반(n=109)

t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총 갱년기 증상 74.51±49.54 74.91±57.23 -.06 .95

신체적 증상 49.40±35.28 49.25±40.27 .03 .98

정신 신경성 증상 23.08±15.85 23.95±19.45 -.38 .70

사회적 증상 2.04±2.04 1.72±1.58 1.3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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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신신신체체체적적적 갱갱갱년년년기기기 증증증상상상의의의 영영영향향향 요요요인인인
신체적 갱년기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수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다

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7＞과 같다.모델 1은 군인가족 여부와 일반
적 특성을 포함시킨 것으로 설명력은 5%로 유의하였다(F=3.13,p=.02).모델 2
는 모델 1에 생활스트레스를 포함시킨 결과 설명력은 19%로 증가하였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0.07,p=.00).모델 3은 모델 2에 사회적 지지,행동유
형,대처유형을 포함시킨 결과 설명력이 28%로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고(F=9.43,p=.00),개별 변수로서 군인가족 여부,연령,월수입,생활스트레스
중 당면과제영역,행동유형,대처유형 중 능동적 대처와 수동적 대처가 중년여
성의 신체적 갱년기 증상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그 중 수동
적 대처가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수(t=4.45,p=.00)였다.

표 7.신체적 갱년기 증상의 영향요인

변수명 모델 1 모델 2 모델3
b t b t b t

일반적 특성
군인가족여부
연령

5.22
1.08

1.06
2.08*

5.96
.80

1.30
1.65

9.34
1.00

2.09*
2.14*

교육정도 -6.55 -1.23 -6.17 -1.25 -1.61 -.33
월수입 -5.31 -1.60 -7.42 -2.39* -6.60 -2.21*
생활스트레스
관계영역 .77 1.93 .36 .93
당면과제영역 1.07 4.50** .90 3.84**

사회적 지지 -.35 -.27
행동유형
대처유형

1.02 2.28*

-.79 -3.97**능동적 대처
수동적 대처 1.35 4.45**

F 3.13* 10.07** 9.43**

R2 .05 .19 .28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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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정정정신신신 신신신경경경성성성 갱갱갱년년년기기기 증증증상상상의의의 영영영향향향 요요요인인인
정신 신경성 갱년기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수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

적 다중회귀 분석을 시행한 결과＜표 8＞과 같다.모델 1은 군인가족여부와 일
반적 특성을 포함시킨 것으로 정신 신경성 갱년기 증상의 설명력은 4%였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모델 2는 모델 1에 생활스트레스를 포함시킨 결과 설명력
은 28%로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5.87,p=.00).모델 3은 모델
2에 사회적 지지,행동유형,대처유형을 포함시킨 것으로 정신 신경성 갱년기
증상에 대한 설명력이 38%로 증가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4.83,
p=.00).모델 3의 개별 변수로서 연령,생활스트레스 관련 변수,행동유형,대처
유형 중 능동적 대처와 수동적 대처가 중년여성의 정신 신경성 갱년기 증상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수였으며,그 중 행동유형이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수
(t=4.78,p=.00)였다.

표 8.정신 신경성 갱년기 증상의 영향 요인

변수명 모델 1 모델 2 모델 3
b t b t b t

일반적 특성
군인가족여부
연령

1.01
.49

.44
1.99

1.68
.33

.82
1.52

3.71
.46

1.90
2.28*

교육정도 -2.73 -1.09 -2.42 -1.11 -1.22 -.58
월수입 -1.65 -1.06 -2.80 -2.05* -2.32 -1.79
생활스트레스
관계영역 .58 3.30** .41 2.39*
당면과제영역 .57 5.47** .44 4.33**
사회적 지지 -.08 -.14
행동유형 .92 4.78**
대처유형
능동적 대처 -.30 -3.43*
수동적 대처 .48 3.64**

F 2.4
7 2.35 15.87** 14.83**

p R2 .04 .28 .38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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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사사사회회회적적적 갱갱갱년년년기기기 증증증상상상의의의 영영영향향향 요요요인인인
사회적 갱년기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수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다

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9＞와 같다.모델 1은 군인가족여부와 일반
적 특성을 포함시킨 것으로 이들 변수로 1%를 설명하였다.모델 2는 모델 1에
생활스트레스를 포함시킨 결과 설명력은 19%로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F=9.87,p=.00).모델 3은 모델 2에 사회적 지지,행동유형,대처유형을
포함시킨 결과 설명력이 22%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F=6.93,p=.00),개별 변수로서 군인가족여부,생활스트레스 중 관계영역,행동
유형이 중년여성의 사회적 갱년기 증상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수였으며,그
중 생활스트레스의 관계영역이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수(t=4.51,p=.00)였다.

표 9.사회적 갱년기 증상의 영향 요인

변수명 모델 1 모델 2 모델 3
b t b t b t

일반적 특성
군인가족여부
연령

.32

.03
1.28
1.00

.46

.02
2.00
.67

.56

.03
2.41*
1.03

교육정도 .06 .21 .11 .46 .11 .42
월수입 .06 .33 -.01 -.05 .02 .16
생활스트레스
관계영역 .10 4.85** . .92 4.51**
당면과제영역 .03 2.26* -.02 1.45
사회적 지지 -.02 -.25
행동유형 .06 2.63**
대처유형
능동적 대처 -.00 -2.7
수동적 대처 .01 .61
F .75 9.87** 6.93**

R2 .01 .19 .22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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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555장장장 논논논의의의

본 연구는 군인가족 중년여성의 스트레스가 갱년기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군인가족 중년여성의 요구에 맞는 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실시하였다.따라서 본 연
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고자 한다.

111...군군군인인인가가가족족족과과과 일일일반반반가가가족족족 중중중년년년여여여성성성의의의 생생생활활활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대대대처처처유유유
형형형,,,행행행동동동유유유형형형,,,사사사회회회적적적 지지지지지지,,,갱갱갱년년년기기기 증증증상상상의의의 차차차이이이

본 연구에서 군인가족 중년여성과 일반가족 중년여성의 생활스트레스를 비
교분석한 결과 생활스트레스 중 남편과의 관계,자녀와의 관계,시댁과의 관계
및 친구관계 등의 관계영역에서 일반가족 중년여성이 군인가족 중년여성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러한 결과는 박영숙(1995)의 군
인부인과 일반부인 스트레스 비교연구에서 일반부인이 군인부인보다 남편과의
관계,시댁과의 관계에서 더 높은 스트레스를 보인 것과 일치하였다.이는 일반
가족 중년여성은 남편과 자녀 혹은 시댁과의 관계 속에서 생활스트레스를 경험
하는 반면 군인가족 중년여성은 주로 남편의 직업 환경과 관련된 생활스트레스
를 경험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따라서 각 대상자의 생활스트레스를 정
확히 파악하여 대상자에 맞는 중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군인가족 중년
여성에서 다양한 영역의 스트레스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계속
적인 반복연구를 통해 군인가족 중년여성이 겪는 스트레스가 무엇인지를 파악
하여 적절한 중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중년여성의 생활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변수는 대처유형이 가장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일반가족 중년여성이 군인가족 중년여성보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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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유형 중 수동적 수용,자기비판,인내,하향비교의 수동적 대처를 더 많이 사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전겸구와 김교헌(2003)의 한국 주부의
생활스트레스와 대처양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대처가 자기조절/문제해결인
능동적 대처로 나타난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다만 간접적인 비교이지만
김태현과 강인(1990)의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소극적
대처를 많이 사용하고 적극적 대처를 적게 사용하는 결과와 일치하였다.이는
일반가족 중년여성이 생활스트레스를 더 높게 가지고 있다는 결과와 관계가 있
는 것으로 보인다.

222...중중중년년년여여여성성성의의의 신신신체체체적적적,,,정정정신신신 신신신경경경성성성,,,사사사회회회적적적 갱갱갱년년년기기기 증증증상상상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주주주는는는 요요요인인인

본 연구에서 신체적,정신 신경성,사회적 갱년기 증상 모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생활스트레스와 행동유형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중년여성의 심
리적 스트레스 점수가 높을수록 갱년기 증상 점수가 높았고(박복희,2000),중
년기 직장여성들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와 갱년기 증상의 관계에서도 심리적,신
체적 스트레스 점수가 높아질수록 갱년기 증상 호소가 높게 나온 것(정숙형,조
성수,최석,성낙진과 박기흠,1997;조선영,2003)과 일치하였다.또한 윤여정
(2001)의 중년여성의 심리･사회적 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에서 가족관계,건
강상태 요인인 폐경에 따른 신체증상이 심리･사회적 위기를 높이는 것으로 보
고하였다.따라서 중년여성의 생활스트레스는 신체적이든 심리적이든 사회적이
든 갱년기 증상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그러므로 갱년기 증상에
대한 접근은 중년여성의 생활스트레스를 비롯한 사회･심리적 측면에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중년여성의 갱년기 건강관리뿐 아니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생활스트레스가 발생되기 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생활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특히 갱년기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 군인가
족 여부가 신체적,사회적 갱년기 증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온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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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군인가족 중년여성은 일반가족 중년여성과 생활스트레스 영역에서 차이
가 있으므로 갱년기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와 군인가족 특성을 반영한 스트레스 관리 중재가 필요하다고 본다.

중년여성의 갱년기 증상의 주요요인으로 확인된 행동유형은 성격유형과 직
무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A형 성격유형을 보일수록 직무스트
레스를 더 많이 지각하는 것과 관련이 된다(김민경,2006;류현미,2003;박근상
& 여종구,2000).이는 스트레스가 궁극적으로 갱년기 증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 연구결과를 볼 때 행동유형이 갱년기 증상에도 관련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
다.따라서 군인가족 중년여성의 행동유형을 확인하여 그에 따른 중재를 함으
로써 생활스트레스 및 갱년기 증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333...연연연구구구의의의 의의의의의의
간호의 대상인 인간과 그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이해는 대상자의 좀 더 건

강을 위한 간호활동을 위해 필수적이다.군인가족 중년여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스트레스와 갱년기 증상을 가정,사회라는 두 환경을 고려하여 통
합적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하였다.선행연구에서는 일반가족 중년여성에 대한
생활스트레스나 갱년기 증상에 대한 연구는 많이 행해져 왔으나 군인가족 중년
여성의 특성에 따른 생활스트레스가 무엇이며 갱년기 증상에 미치는 변수가 무
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이런 점에서 일반가족 중년여성과 군인가
족 중년여성의 차이를 비교하고 갱년기 증상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확인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이번 결과는 앞으로 다양한 환경에 있는 군인가족 중년
여성에 대한 생활스트레스와 갱년기 증상에 관한 연구에 기초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생각된다.군인가족 중년여성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해 군인가족
중년여성의 특성에 맞는 스트레스 관리와 대처에 대한 중재프로그램 개발의 기
초 자료로 사용되리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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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연연연구구구의의의 제제제한한한점점점
군인가족 중년여성과 일반가족 중년여성을 40～60세까지의 집단을 의도적으

로 선정하여 분석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중년여성들에게 일반화하는 데
는 한계가 있다.또한 표본 선정 시 연령을 고려하였으나 조사대상자의 연령이
50대 이상의 연령층에 비하여 40대 집단의 응답자가 많았으므로 갱년기 증상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다.따라서 확대된 대상자로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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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666장장장 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본 연구는 군인가족 중년여성의 스트레스가 갱년기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향후 군인가족 중년여성의 요구에 맞는 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수행된 것이다.
연구 설계는 군인가족 중년여성과 일반가족 중년여성의 생활스트레스,대처

유형,사회적 지지,행동유형과 갱년기 증상을 비교하는 횡단적 서술연구이다.
연구대상은 40～60세 중년여성으로 258명을 대상으로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이
용하여 조사하였고,자료수집 기간은 2006년 10월 9일부터 11월 5일까지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12.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t검정,χ²검정
과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생활스트레스 중 관계 영역은 일반가족 중년여성이 평균 9.27점으로 군인가
족 중년여성이 평균 7.60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02,p=.04).대처유형
에서는 수동적 대처가 일반가족 중년여성이 평균 26.83점으로 군인가족 중년여
성 평균 23.36점보다 약간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28,p=.02).
2.중년여성의 신체적 갱년기 증상의 영향을 미치는 제 변수에는 군인가족여
부,연령,월수입,생활스트레스 중 당면과제 영역과 행동유형,대처유형 중 능
동적 대처와 수동적 대처가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으며,이들 변수에 의한 설
명력은 28%였다.
3.정신 신경성 갱년기 증상의 영향을 미치는 제 변수로는 연령,생활스트레스,
행동유형 및 능동적,수동적 대처가 유의하였으며,이들 변수에 의한 설명력은
38%였다.
4.사회적 갱년기 증상의 영향을 미치는 제 변수로는 군인가족여부,생활스트
레스 중 관계영역과 행동유형이 유의하였고,이들 변수에 의한 설명력은 22%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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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상의 결과로 중년여성의 신체적,정신 신경성,사회적 갱년기증상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생활스트레스와 행동유형이었다.

이상의 결론을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1.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지역 아파트에 사는 장교 계급의 군인가족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전･후방부대 여러 지역 또는 장교･하사관등 계급에 따른
중년여성의 스트레스 차이의 비교연구를 제언한다.

2.군인가족 중년여성의 특수한 환경과 상황에 맞는 스트레스 도구가 개발되어
정확한 스트레스를 확인하여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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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음음음은은은 귀귀귀하하하가가가 일일일상상상생생생활활활에에에서서서 겪겪겪을을을 수수수 있있있는는는 내내내용용용들들들입입입니니니다다다...각각각 문문문항항항들들들을을을 읽읽읽
어어어 보보보신신신 후후후 귀귀귀하하하의의의 생생생각각각과과과 일일일치치치하하하는는는 칸칸칸에에에 ∨∨∨표표표를를를 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생생생활활활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내내내용용용
전전전혀혀혀

경경경험험험하하하지지지
않않않았았았음음음

보보보통통통
정정정도도도로로로
경경경험험험

자자자주주주
경경경험험험

1.체중이 과도하게 증가 혹은 감소되었다. 0 1 2
2.신체적으로 병을 얻게 되었다. 0 1 2
3.병을 적절하게 치료할 수 없었다. 0 1 2
4.피로 때문에 할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0 1 2
5.건강이 악화되었다. 0 1 2
6.공해로 인하여 안과 또는 호흡기 질환 등으로 고생했다. 0 1 2
7.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만 했다. 0 1 2
8.남편과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기가 힘들었다. 0 1 2
9.집안일이 너무 많았다. 0 1 2
10.집안 일 때문에 내 시간을 갖기가 어려웠다. 0 1 2
11.집안 일 때문에 항상 지치고 피곤했다. 0 1 2
12.가족들이 집안일을 협조해 주지 않았다. 0 1 2
13.가사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0 1 2
14.이웃과의 의견 충돌이 있었다. 0 1 2
15.주위의 소음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웠다. 0 1 2
16.집안에 필요한 시설이 망가져서 불편함을 겪었다. 0 1 2
17.원하지 않는 해충이나 동물(바퀴벌레,쥐)이 나타났다. 0 1 2
18.집안의 물건(유리,접시 등)이 부수어졌다. 0 1 2
19.주위환경이 쓰레기 등으로 청결하지 못했다. 0 1 2
20.주차문제로 이웃과 갈등이 있었다. 0 1 2
21.금전적으로 어려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없었다. 0 1 2
22.투자에 실패해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았다. 0 1 2
23.기대했던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0 1 2
24.돈을 꾸기 위해서 애써야 했다. 0 1 2
25.수입이 이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 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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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생활활활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내내내용용용
전전전혀혀혀

경경경험험험하하하지지지
않않않았았았음음음

보보보통통통
정정정도도도로로로
경경경험험험

자자자주주주
경경경험험험

26.자녀의 사교육비가 부담이 되었다. 0 1 2
27.타고 가던 택시,버스,지하철이 말썽을 일으켰다. 0 1 2
28.교통체증으로 인해 필요한 일 제대로 제시간에 못하였다. 0 1 2
29.출퇴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 0 1 2
30.택시기사가 불친절 하거나 불필요하게 멀리 돌아서 갔다. 0 1 2
31.버스가 제시간에 오지 않았다. 0 1 2
32.남편이 사망했다. 비 해당 1 2
33.별거하거나 이혼했다. 비 해당 1 2
34.남편과 크게 다투었다. 0 1 2
35.남편에게 맞았다. 0 1 2
36.남편이 예고 없이 외박을 하였다. 0 1 2
37.남편과 성적 문제가 있었다. 0 1 2
38.남편과 마음 터놓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0 1 2
39.남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0 1 2
40.아이의 건강이 악화되었다. 0 1 2

41.아이가 친구들과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0 1 2

42.아이로부터 배신감을 느꼈다. 0 1 2
43.아이와 심각한 의견충돌이 있었다. 0 1 2
44.아이가 말을 듣지 않았다. 0 1 2
45.아이가 너무 늦게 집에 들어왔다. 0 1 2
46.아이가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았다. 0 1 2

47.아이의 성적이 떨어졌다. 0 1 2

48.시댁과 심각한 다툼이 있었다. 0 1 2
49.시댁과 의견충돌이 있었다. 0 1 2
50.시부모가 나의 입장을 몰라주었다. 0 1 2
51.시부모로부터 꾸지람을 들었다. 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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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음음음 문문문항항항을을을 보보보시시시고고고 주주주변변변인인인 (((가가가족족족(((남남남편편편,,,자자자녀녀녀))),,,친친친구구구,,,이이이웃웃웃,,,친친친척척척,,,직직직장장장동동동료료료)))
에에에 대대대해해해서서서 평평평소소소에에에 느느느끼끼끼셨셨셨던던던 대대대로로로 대대대답답답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생생생활활활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내내내용용용
전전전혀혀혀

경경경험험험하하하지지지
않않않았았았음음음

보보보통통통
정정정도도도로로로
경경경험험험

자자자주주주
경경경험험험

52.시부모께서 나를 못 마땅하게 대했다. 0 1 2
53.친구로부터 부당한 오해를 받았다. 0 1 2
54.친구와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0 1 2
55.친구에게 배신당했다. 0 1 2
56.친구와 갈등을 겪었다. 0 1 2
57.친구에게 따돌림을 당했다. 0 1 2

직직직장장장생생생활활활을을을 하하하시시시는는는 분분분만만만 응응응답답답하하하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58.상사로부터 질책을 당했다. 0 1 2
59.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나쁜 평가를 받았다. 0 1 2
60.직장 생활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0 1 2
61.직장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해야 했다 0 1 2
62.직장에서 맡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들었다. 0 1 2
63.직장 동료와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 경험했다. 0 1 2
64.직장상사가 지나치게 간섭을 했다. 0 1 2

항항항 목목목 아아아니니니오오오 예예예

1.속사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2.나에게 늘 관심을 갖고 걱정을 해 주는 사람이 있다.

3.중요한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논상대가 되어 주는 사람 있다.

4.내가 아플 때 병간호를 해 주거나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5.필요한 것이 있으면 보태주거나 빌려주는 사람이 있다.
6.내가 요청할 때마다 기꺼이 시간을 내주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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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음음음은은은 사사사람람람들들들이이이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나나나 어어어려려려움움움 상상상황황황에에에서서서 사사사용용용하하하는는는 다다다양양양한한한 방방방법법법들들들 입입입니니니
다다다...각각각 문문문항항항들들들을을을 읽읽읽어어어 보보보신신신 후후후 귀귀귀하하하의의의 생생생각각각과과과 일일일치치치하하하는는는 칸칸칸에에에 ∨∨∨표표표를를를 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내내내 용용용
전전전혀혀혀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조조조금금금
그그그렇렇렇다다다

상상상당당당히히히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다다다

1.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는다. 0 1 2 3
2.별 생각 없이 하던 일만 계속 충실하게 한다. 0 1 2 3
3.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한다. 0 1 2 3

4.나 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한다. 0 1 2 3
5.편안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0 1 2 3
6.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 0 1 2 3
7.충동적으로 음식을 먹는다. 0 1 2 3
8.스트레스를 느낄 때 느낀 감정을 그대로 표현
한다. 0 1 2 3

9.언젠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며 기다린다. 0 1 2 3
10.문제 상황을 될 수 있는 대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0 1 2 3

11.문제해결과 관계없이 하던 일 더 열심히
한다. 0 1 2 3

12.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봄으로써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한다. 0 1 2 3

13.나보다 못한 주위 사람을 생각한다. 0 1 2 3
14.쇼핑을 하거나 물건을 산다. 0 1 2 3
15.상대방에게 양보한다. 0 1 2 3

16.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한다. 0 1 2 3
17.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0 1 2 3

18.문제에 대하여 나 자신을 탓한다. 0 1 2 3
19.신앙에 의존한다. 0 1 2 3
20.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하나하나씩
해나간다. 0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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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내 용용용
전전전혀혀혀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조조조금금금
그그그렇렇렇다다다

상상상당당당히히히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다다다

21.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운다. 0 1 2 3
22.문제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참고 기다린다. 0 1 2 3
23.그 일이 생각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잊자’고
다짐한다. 0 1 2 3

24.문제 상황에서 가능하면 긍정적인 면을
보려 한다. 0 1 2 3

25.나 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 비교한다. 0 1 2 3
26.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뜻한 정서적 지원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0 1 2 3

27.상대방의 의견에 맞추려고 노력한다. 0 1 2 3
28.머리를 식히려고 바람을 쐬러 나간다. 0 1 2 3
29.‘모든 것이 다 운이다’생각하고 받아들인다. 0 1 2 3
30.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0 1 2 3
31.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자책한다. 0 1 2 3
32.종교를 통하여 살아가야할 올바른 판단을
얻고자 노력한다. 0 1 2 3

33.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0 1 2 3
34.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 0 1 2 3
35.잠을 자 버린다. 0 1 2 3
36.문제 상황을 가능하면 잊으려고 노력한다. 0 1 2 3
37.기회를 엿보며 문제해결이 될 때까지 관망
한다. 0 1 2 3

38.아무 생각 없이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한다. 0 1 2 3
39.현재 생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 노력한다. 0 1 2 3
40.상대방의 결정을 묵묵히 받아들인다. 0 1 2 3
41.문제 상황을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0 1 2 3
42.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한다. 0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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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내 용용용
전전전혀혀혀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조조조금금금
그그그렇렇렇다다다

상상상당당당히히히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다다다

43.문제 핵심이 내가 잘못해서 생겼다고 생각한다. 0 1 2 3
44.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사람 찾는다. 0 1 2 3
45.종교를 통하여 인생에서의 의미를 얻으려고
한다. 0 1 2 3

46.화가 나면 화난 감정을 그대로 발산한다. 0 1 2 3
47.따뜻하게 정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0 1 2 3

48.문제 상황을 의도적으로 기억에서 지원 버린다. 0 1 2 3
49.문제해결과 관계없이 평소에 하던 대로한다. 0 1 2 3
50.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생각한다. 0 1 2 3

51.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따른다. 0 1 2 3
52‘이것도 내 팔자려니’하고 받아들인다. 0 1 2 3
53.나 스스로의 잘못을 채찍질한다. 0 1 2 3
54.나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0 1 2 3

55.내가 믿고 있는 종교를 통하여 위안을 받으려고
한다. 0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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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음음음은은은 여여여성성성들들들이이이 누누누구구구나나나 경경경험험험할할할 수수수 있있있는는는 증증증상상상들들들입입입니니니다다다...귀귀귀하하하께께께서서서 경경경험험험하하하고고고
계계계신신신 증증증상상상 정정정도도도에에에 ∨∨∨표표표를를를 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증증증상상상 내내내용용용 없없없음음음 심심심하하하지지지
않않않음음음 경경경함함함 보보보통통통 심심심함함함 아아아주주주

심심심함함함
1.얼굴이 후끈후끈 달아오른다. 0 1 2 3 4 5
2.낮에 식은땀이 난다. 0 1 2 3 4 5
3.밤에 잘 때 땀이 난다. 0 1 2 3 4 5
4.가슴이 쿵쾅거린다. 0 1 2 3 4 5
5.속에서 뭔가 치밀어 오른다. 0 1 2 3 4 5
6.숨이 탁탁 막힌다. 0 1 2 3 4 5
7.어지럽다. 0 1 2 3 4 5
8.자주 피곤하다. 0 1 2 3 4 5
9.괜히 불안하다. 0 1 2 3 4 5
10.한곳에 집중하기 힘들다. 0 1 2 3 4 5
11.안절부절할 때가 있다. 0 1 2 3 4 5
12.감정변화가 자주 일어난다. 0 1 2 3 4 5
13.짜증이 잘난다. 0 1 2 3 4 5
14.우울하다. 0 1 2 3 4 5
15.잘 잊어버린다. 0 1 2 3 4 5
16.서글프다. 0 1 2 3 4 5
17.매사에 의욕이 없다. 0 1 2 3 4 5
18.조그만 일에도 화가 자주 난다. 0 1 2 3 4 5
19.새로운 일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0 1 2 3 4 5
20.밤에 잠이 안 온다. 0 1 2 3 4 5

21.머리가 아프다. 0 1 2 3 4 5
22.마음이 조급하다. 0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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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증증상상상 내내내용용용 없없없음음음 심심심하하하지지지
않않않음음음 경경경함함함 보보보통통통 심심심함함함 아아아주주주

심심심함함함

23.괜히 긴장이 된다. 0 1 2 3 4 5
24.여자로서 끝이라는 생각이 든다. 0 1 2 3 4 5
25.냉이 많이 나온다. 0 1 2 3 4 5
26.질에서 냄새가 난다. 0 1 2 3 4 5
27.성교할 때 쓰리고 아프다. 0 1 2 3 4 5
28.질 부위가 가렵다. 0 1 2 3 4 5
29.성욕이 저하된다. 0 1 2 3 4 5
30.질이 건조해 걸을 때도 불편하다. 0 1 2 3 4 5
31.질에 염증이 생겼다. 0 1 2 3 4 5

32.소변 볼 때 아프다. 0 1 2 3 4 5
33.소변을 보려고 밤에 잠에서 깬다. 0 1 2 3 4 5
34.소변을 조금씩 자주 본다. 0 1 2 3 4 5
35.재채기하거나 웃을 때 소변이 찔끔찔끔
나온다. 0 1 2 3 4 5

36.소변을 못 참는다. 0 1 2 3 4 5
37.얼굴에 주름이 많아진 것 같다. 0 1 2 3 4 5
38.유방이 갑자기 쭈글쭈글해졌다. 0 1 2 3 4 5
39.피부가 거칠어진다. 0 1 2 3 4 5
40.몸이 가렵다. 0 1 2 3 4 5
41.몸에 스멀스멀 벌레가 기어 다니는 것
같다. 0 1 2 3 4 5

42.피부에 허옇게 비듬 같은 것이 일어난다. 0 1 2 3 4 5

43.항문이 빠지는 것 같다. 0 1 2 3 4 5

44.허리가 아프다. 0 1 2 3 4 5

45.뒷목이 아프다. 0 1 2 3 4 5

46.무릎이 아프다. 0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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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증증상상상 내내내용용용 없없없음음음 심심심하하하지지지
않않않음음음 경경경함함함 보보보통통통 심심심함함함 아아아주주주

심심심함함함

47.어깨가 아프다. 0 1 2 3 4 5
48.팔꿈치가 아프다. 0 1 2 3 4 5
49.발목이 아프다. 0 1 2 3 4 5
50.손가락 발가락 마디마디가 아프다. 0 1 2 3 4 5
51.관절이 뻣뻣하다. 0 1 2 3 4 5
52.팔다리가 저리다. 0 1 2 3 4 5

53.아침에 몸이 뻣뻣하다. 0 1 2 3 4 5

54.등이 굽었다. 0 1 2 3 4 5

55.키가 작아진 것 같다. 0 1 2 3 4 5

56.얼굴형태가 변한 듯 했다. 0 1 2 3 4 5

57.골절된 적이 있다. 0 1 2 3 4 5
58.이가 흔들리거나 빠졌다. 0 1 2 3 4 5
59.손발이 자주 붓는다. 0 1 2 3 4 5

60.다리가 화끈거리거나 쑤신다. 0 1 2 3 4 5

61.팔다리의 감각이 무디다. 0 1 2 3 4 5
62.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다리가
아프다. 0 1 2 3 4 5

63.숨이 차다. 0 1 2 3 4 5

64.손끝발끝이 차다. 0 1 2 3 4 5

65.가슴에 통증이 온 적이 있다. 0 1 2 3 4 5

66.눈이 빽빽하다. 0 1 2 3 4 5

67.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 0 1 2 3 4 5

68.잘 때 안 골던 코를 곤다고 한다. 0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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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음음음은은은 귀귀귀하하하의의의 성성성격격격과과과 관관관련련련된된된 내내내용용용입입입니니니다다다...귀귀귀하하하의의의 생생생각각각에에에 가가가장장장 가가가깝깝깝다다다고고고 생생생
각각각하하하시시시는는는 곳곳곳에에에 ∨∨∨표표표를를를 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증증증상상상 내내내용용용 전전전혀혀혀
없없없었었었다다다

거거거의의의
없없없었었었다다다

가가가끔끔끔
그그그렇렇렇다다다

자자자주주주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대대대부부부분분분
그그그렇렇렇다다다

항항항상상상
그그그렇렇렇다다다

69.신체적으로나 감정상의 어려움으로
사회생활(가족간,친구간,이웃간)에
어려움이 있었다.

0 1 2 3 4 5

70.몸이 불편하거나 내키지 않아서 친척
방문,친구를 만나는 것과 같은 일들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0 1 2 3 4 5

내내내 용용용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대대대부부부분분분
그그그렇렇렇다다다

조조조금금금
그그그렇렇렇다다다

전전전혀혀혀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1.나는 일에 대해 의욕적이며 경쟁심이
강하다.

2.일반적으로 시간에 대한 압박감을 느낀다.

3.보스(우두머리)노릇이나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서는 것을 좋아한다.

4.다방면에 걸쳐 뛰어나야 한다는 욕구가
강하다.

5.식사를 빠르게 한다.

6.시간에 대한 압박(시간 부족,시간 에
대한 강박 등)을 많이 느꼈다.

7.일이 일과 시간 후에도 머릿속에 남아 있어
계속해서 그 일을 생각해야만 했다.

8.일이 나의 능력이나 힘의 한계점까지
이르러 힘든 적이 자주 있었다.

9.내가 일을 과연 잘 수행했을까? 에 대한
불확실함,불편함,그리고 불만족스러움을
종종 느꼈다.
10.평상시 무엇인가를 (사람이나 사물)
기다려야만 할 때 화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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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음음음 사사사항항항에에에 대대대해해해 귀귀귀하하하께께께서서서 해해해당당당되되되신신신 곳곳곳에에에 ∨∨∨표표표를를를 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시시시거거거나나나 간간간단단단
히히히 기기기록록록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1.연령______세

2.종교 ①기독교 _____ ②천주교 ____ ③불교 _____
④기타 _____ ⑤없음_____

3.교육정도 ①고졸이하_______②대졸이상_______

4.월수입 ①200만원 미만 _______②200~300만원 미만______
③300만원이상 ________

5.결혼상태 ①기혼______ ②이혼 _____ ③재혼______

6.결혼연령_______세

7.자녀수 ______명

8.직업유무 ①있음_______ ②부업(아르바이트)_____③없음_____

9.초경연령 _______세

10.현재 월경상태 ①규칙적으로 한다 ______ ②불규칙적으로 한다_____
③폐경이 되었다.______

폐경이 되셨다면 폐경이 되신 연령은______세
폐경이 되신 후 호르몬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①아니오 _____②예 ______ (호르몬 치료 받으신 기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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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entredoncomparisonoftheformerwithmiddleaged
womenofmilitaryandnon-militaryfamilies-

Ham,MhungWha
DepartmentofNursing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Thisstudy wasdonetoascertaineachidentify thevariablesthat
could be explained ofclimacteric symptoms ofmiddle aged women.
Aftercomparing differences as related to life stress and climacteric
symptomswerecomparedformiddleagedwomenofmilitaryfamilies
andnon-militaryfamilies.
Thewomenwereselectedbetween40～60yearsold.Theycompleted

aresearchandcarriedouttheself-administeredquestionnairebetween
October9andNovember5,2006. Thefinalanalysiswasdonewith258
completed reports.Descriptive statistics,t-test, χ² test,hierarchical
multipleregressionwereusedtoanalyzethedatausingwereanalyzed
bySPSSWin12.0.

 

Theresultsofthisstudyaresummarizedasfollows:
1. Thisresearchcomparedbetweenmiddleagedwomenof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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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iesandnon-militaryfamiliesforlifestress,copingpatterns,social
support,behavioralpatterns,andclimactericsymptoms.Theresultsof
thisstudy,showedthattherewereasignificantdifferencesinlifestress
intheareaofrelationshipsandinpassivecopinginthecopingpattern.
2.Variables affecting for the physicalclimacteric symptoms of

middleagedwomen hasvary according tofollowing:whetherornot
partofamilitaryfamily,age,monthlyincome,andlifestressinthe
urgenttask area,and behavioralpattern,and in the coping pattern,
passiveandactivecoping.Thesevariablesexplained28% ofthetotal
varianceinphysicalclimactericsymptoms.
3. Variables affecting for the psycho-neurogenic climacteric

symptomsweresignificantforage,lifestress,behavioralpattern,andin
thecopingpattern,activeandpassivecoping.Thesevariablesexplained
38% ofthetotalvarianceinpsycho-neurogenicclimactericsymptoms.
4.Variables affecting for the socialclimacteric symptoms were

significantformilitaryfamilyornot,lifestressintherelationshipsarea
and behavioralpattern.These variables explained 22% ofthe total
varianceinsocialclimactericsymptoms.
Theresultsofthisstudy showed thatlifestressand behavioral

patterninfluenceallthree.Itconfirmedthatthespecialcharacteristicsof
the military families impacts the physical and social climacteric
symptoms.Itcan be conclude thatin orderto manage climacteric
symptoms of middle aged women it is necessary to use stress
managementalongwithconsideringofthespecialcharacteristicsofthe
militaryfamilythatimpactonitsbehavioralpattern.

Keywords: middleagewoman,lifestress,coping pattern,social
support,behavioralpattern,climactericsymp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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