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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issue of the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June 2020
Sue Kim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We are pleased to share the June 2020 issue of the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Our issue article on COVID-19 provides a succinct and up-to-date briefing on the impact of the pandemic on women’s health, especially within the Korean context.
This issue also includes two review articles and several original studies on the following topic clusters:
· Review articles: A scoping review on prenatal nursing interventions conducted in Korea, covering the
past four decades. Also a literature review of studies on women’s health promotion over the past 25
years, that applied Cox’s Interaction Model of Client Health Behavior (1982) as theoretical framework.
· Reproductive health: A secondary analysis study reports on early menopause status and differences i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nother study reports on an educational intervention for women with benign uterine tumors receiving high-intensity focused ultrasound, which is a relatively new treatment
modality that is being increasingly used. A study on development of a needs assessment scale for nursing care in women with infertility is also presented. Another study reports on premenstrual syndrome
in nurses, specifically in relation to exposure to endocrine disruptors, emotional labor, and peer support.
· Maternal health: A study investigates how couples’ attitudes on sex during pregnancy affect sexual
function. Also an intervention study for high-risk pregnant women in the maternal-fetal intensive care
unit reports its impact on uncertainty, anxiety, and maternal-fetal attachment. Another study examines
sleep quality of women with preterm labor and how it is affected by anxiety and smartphone depen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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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trust readers will enjoy the diverse topics in this issue and hope everyone will stay safe and keep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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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s health during the COVID-19 pandemic
Dong-Hyun Kim
President of the Korea Society of Epidemiology, Department of Social and Preventive Medicine, Hally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Chuncheon, Korea

Keywords: COVID-19; Health equity; Pandemics; Public health; Women

Health 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by sex
As of June 9, 2020, the total worldwide number of confirmed cases of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has passed 7 million, with over 400,000 deaths. Since the daily number of new confirmed cases is still increasing, it would be unrealistic to say that the pandemic has passed its peak.
The public health crisis due to COVID-19 is affecting every citizen in most countries throughout
the world, regardless of age, sex, and race. Abundant research and media coverage have addressed
the differential effects of this pandemic according to age and race, including the fact that elderly
individuals and racial minorities face higher risks of dying from COVID-19. However, fewer
studies have analyzed the roles of sex and gender in the COVID-19 pandemic, and these parameters are not very clearly visible on some dashboards, despite consistent evidence regarding the
impacts of sex (biological factors) and gender (social factors) on health outcomes [1].
Although men appear to be slightly more likely than women to contract COVID-19 globally
[1], the contrary is observed in South Korea. According to the daily official reports of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there have been more cases in women (58%) than
in men (42%) among the total of 11,852 confirmed cases in Korea as of June 9, 2020 [2]. The ratio of women to men increases with age, and is higher than 1 in all groups aged 20 or over. Of particular note, women in the oldest old category (80 years of age or older) appear to be diagnosed
with COVID-19 2.2 times more frequently than men (data not shown). This discrepancy reflects
the presence of more women residents in hard-hit facilities, such as long-term care facilities and
care homes for older adults, and the overrepresentation of women in densely populated workplaces and in frontline healthcare settings among young and middle-aged adults.
It has been repeatedly reported that once infected, men are more likely to die than women.
However, this may not be true depending on the indicator used when making this comparison.
Several indicators can be used to assess and compare the mortality burden of COVID-19, such as
the case-fatality rate (CFR), population mortality per million, and excess mortality. It has clearly
been established that the CFR, which is the total number of deaths divided by the total number
of confirmed cases, is higher in men than in women. In South Korea, there have been 274 deaths
due to COVID-19 (146 men vs. 128 women), and the CFR is 2.93% in men and 1.86% in wom-

Received: June 10, 2020
Accepted: June 10, 2020
Corresponding author:
Dong-Hyun Kim
Department of Social and
Preventive Medicine, 1
Hallimdaehak-gil, Chuncheon
24252, Korea
Tel: +82-33-248-2660
E-mail: dhkims@hallym.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 2020 Korean Society of Women Health Nursing

106

http://kjwhn.org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20;26(2):106-108

en [2]. The overall rate ratio for the sex-specific CFR is 1.58.
The mortality rate per million, which measures the probability
of any individual in the population dying from COVID-19, has
a smaller rate ratio of 1.13 (5.62 per million for men and 4.98
per million for women). However, the estimates for those two
indicators may be biased due to the availability of testing capacity, differences in public health strategies for testing, and the accuracy of death reports [3].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Krieger et al. [4] compared the overall excess of deaths compared to the same time period in previous years between women and men, using Massachusetts mortality data. They observed
a sharp rise in total excess mortality during the first two weeks
of April 2020, but no material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as the age-standardized rate ratio for 2020 versus 20152019 was 1.48 for women and 1.55 for men. Considering the
minimal difference in excess mortality by sex and the higher
prevalence of comorbid conditions (e.g., hypertension and diabetes mellitus) and risk behaviors (e.g., smoking and less handwashing) among men,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COVID-19 on health may be stronger for women than men.

The impact of social distancing measures adopted by every
country as a mitigation policy has revealed the reality of social inequality toward women. Temporary workers, a socially vulnerable
group in this crisis, have been more likely to lose their jobs and
tend to earn less than full-time regular workers. In South Korea, a
higher proportion of women are temporary workers (45.0%) than
men (29.4%) [7]. Economic hardship caused by this public
health crisis has differential effects according to gender through
already built-in social mechanisms of inequality. With the closure
of schools and workplaces, women face a larger burden of unpaid
work and housework. Single parents, who are mostly women, will
face even greater difficulties in coping with a more stressful working environment and a heightened childcare burden due to social
distancing measures. These factors may all aggravate women’s
health both immediately and in the long term, unless specific actions are taken to alleviate and interrupt this vicious circle.

Gendered impact in public health
preparedness and response to the
COVID-19 crisis

Public health crises like COVID-19 raise several issues for every
society, including medical, public health, and social issues. Gender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lenses to analyze and tackle
these issues, one by one, efficiently and equitably. Policymakers
and public health experts in charge of preparing and responding
to the COVID-19 pandemic need to have a gender perspective.
Gender-based data analyses are urgently needed to address
which groups of women—and men—are the most vulnerable
during this situation and to develop gender-sensitive and gender-balanced public health policies.

Incorporating gender into the assessment of public health preparedness and institutional responses to pandemic crises such as
COVID-19 is important for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interventions and for promoting health equity among men and women,
since the impact of COVID-19 is not only determined by biological
differences. Kim et al. [5] analyzed gendered aspects of the
COVID-19 outbreak and response in terms of quarantine and mitigation policies in Korea. They pointed out that the “declaration of
war” against COVID-19 and the society-wide campaign “thanks
for” led to a masculine atmosphere. The dedication of frontline
healthcare workers was highly appreciated, as shown by references
to their heroic activities, but social issues such as overwork, burnout, and the work environment were neglected. Notably, the voices
of women healthcare workers, mostly nurses, were not heard and
rarely covered in major media. As of April 5, among a total of 241
healthcare workers infected by COVID-19 [6], 190 (78.8%) were
nurses, most of whom were women. Furthermore, women comprise the majority of care workers at high-risk facilities, such as longterm care facilities and nursing homes, wher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including masks, were not provided in the initial phase
of this outbreak. This may have contributed, at least in part, to the
repeated COVID-19 clusters at these facilities.
https://doi.org/10.4069/kjwhn.2020.06.10

Need for public health policies with a
gender perspective during and after the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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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natal nursing intervention studies published in Korean nursing
journals: a scoping review
Seo Yun Kim1, Hae Won Kim1,2
1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College of Nursing,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prenatal nursing intervention studies on pregnant women
and their families published in Korean nursing journals to identify research trends an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intervention studies. This scoping review was conducted using Arksey and O’Malley’s framework. We identified a research question and searched six domestic electronic databases
for relevant articles. Forty-five references that met the inclusion and exclusion criteria were finally
selected. We extracted the data using an analytic framework, and then collated and summari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vention studies. The most frequently used research designs were non-randomized controlled trials (91.1%), and only a few studies applied a specific theoretical framework
(24.4%). The participants were mainly pregnant women only (64.4%) during the third trimester
(35.6%) of pregnancy. Prenatal education was the most common type of intervention (48.9%), followed by complementary therapy (37.8%) and psychosocial support programs (13.3%). The most
commonly used outcome variables were drawn from the psychological domain (44.5%), although
distinct types of outcome variables—especially from the psychological and physical domains—
were used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different types of prenatal interventions. This review suggests that further prenatal nursing intervention studies in Korea should expand the study participants to include pregnant women’s family members, high-risk and vulnerable groups, and women
throughout entire pregnancy.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integrative prenatal nursing interventions that promote family support and participation by facilitating partnerships among women, families, and nurses before, during, and after pregn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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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Prenatal care (PNC) is vital for healthy pregnancy outcomes [1].
Effective PNC has been reported to reduce maternal mortality and
negative birth outcomes [2,3],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emphasizes timely, evidence-based, high-quality PNC [3].
Although healthcare providers and policy-makers have sought
to increase engagement in PNC worldwide, participation in
PNC remains poor [4,5]. Nurses play a unique role in conduct-

ing PNC research and developing interventions for pregnant
women and their families [6]. To date, integrated research related to prenatal or postpartum care in Korea has included a study
of the effect of intervention programs on improving maternal
adaptation among postpartum women, an integrative review of
the evidence regarding home care service interventions for
mothers and children in vulnerable groups, a review of current
quantitative research on maternal adaptation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 and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preg-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 2020 Korean Society of Women Health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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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Various prenatal nursing intervention studies have been conducted among pregnant women, their spouses, and their families in
Korea, but only the effects of individual studies have been presented.
• What this paper adds

This scoping review found that prenatal nursing intervention studies were conducted mainly among pregnant women during
the third trimester. Prenatal education was the most common type of intervention, and outcome variables were mainly drawn
from the psychological domain.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It is necessary to develop integrative prenatal nursing interventions that promote family support and participation by facilitating partnerships among women, families, and nurses before, during, and after pregnancy.

nancy and childbirth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 [7-10].
However, no study has comprehensively synthesized the results
of prenatal nursing intervention (PNI) studies. In light of current social and cultural issues such as low birth rate, infertility,
high-risk pregnancies, and increasing number of marriage immigrants,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PNI studies that have
conducted to date will be helpful for planning tailored PNIs
based on individuals’ specific nursing needs. Therefore, this
scoping study aimed to identify research trends, to synthesize
meaningful results from previous PNI studies on pregnant
women and their families in Korea,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PNIs.

review methodological framework suggested by Arksey and
O’Malley [11] in 2005: 1) identifying the research question, 2)
searching for relevant studies, 3) selecting studies for inclusion,
4) charting the data, and 5) collating, summarizing, and reporting the results.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rends in PNI research
conducted among pregnant women and their families in Korea,
an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udies to suggest future
directions in PNI research. The specific goals of this study were
1) to asses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lected studies, 2)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ventions and the outcome
variables, and 3) to identify the effects of interventions.

Searching for relevant studies

Methods
Ethics statement: This study is a literature review of previously published studies and was therefore exempt from approval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 and informed consent from the
subjects.

Study design
This study was conducted in five stages according to the scoping
110

Search and selection of studies
Identifying the research question
The research question was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and effects of intervention studies related to prenatal care published in
Korean nursing journals?”

Search strategy
The key question for the literature search was specified based on
the population, intervention, comparisons, outcomes (PICO)
framework, as follows: 1) pregnant women and families (P), 2)
nursing interventions related to PNC (I), 3) a comparator group
was not provided with PNI (C), and 4) one or more outcome
variable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O). No restrictions were placed on the publication year of the studies. Only
studies conducted in Korea and published in Korean nursing
journals in Korean or English with accessible full texts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Non-experimental studies were excluded.
Data collection
Data were collected in two stages. The primary search was conducted between April 2 and April 15, 2019, using six Korean databases: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s (RISS),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National Digital
https://doi.org/10.4069/kjwhn.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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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Library (NDSL), DBpia, KMbase, and KoreaMed. The
preliminary search was conducted based on the key question
(PICO). After reviewing the retrieved abstracts, a comprehensive search strategy was established. The final selected search
terms (“pregnant,” “pregnant women,” “prenatal,” “antenatal,”
“prepared childbirth,” “before childbirth,” “preconception,”
“pre-pregnancy,” “before pregnancy,” “healthy pregnancy”) and
(“nursing,” “care,” “health promotion,” “health management,”
“education,” “counseling,” “program”) were combined and
searched. The results were filtered by title, abstract, and keyword, and in KISS, DBpia, and RISS, the results were limited to
the pharmaceutical and nursing fields. The search period included all studies published before April 2, 2019. Considering the
time required for analysis and manuscript writing, it was decided by the researchers that an additional search was necessary.
On January 8, 2020, a second search was conducted of 67 domestic nursing journals [12] in KMbase. All papers published
from April to December 2019 were obtained and further reviewed in the same manner.
Selecting studies to include
Duplicate exclusion and initial screening based on the title and
abstract reduced the list of obtained papers from 2,514 to 1,027.
After excluding articles that did not meet the selection criteria, 52
full texts were reviewed. Thirty-five studies were selected, elimi-

nating five articles that did not deal with the relevant population,
one that did not deal with PNI, 10 that were not experimental
studies or were program development studies without research
results, and one that was not conducted in Korea. Ten other articles were added from the references in the selected literature. No
papers were added in the second search, yielding a final 45 papers
to be reviewed (Figure 1, Supplement 1). The selection and elimination process was independently conducted by two researchers,
and disagreements were resolved via discussion.
Charting the data
An analytical framework was developed to analyze and extra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analyzed studies based on criteria used
in previous research (Supplement 2), including general characteristics (author, publication year, research design, type of research, use of theoretical framework),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intervention scope, primipara or multipara, pregnancy
period, high-risk pregnancy factors, sample size) and the intervention (name of intervention, contents, setting, unit, methods,
experimental period, number of sessions, time per session, follow-up period), and outcome variables.
To facilitate analyses of research trends over time, the studies
were divided into 10-year units from 1980 to 2019. The study
design was classified using the Study Design Algorithm for
Medical Literature of Intervention (DAMI) tool [13].

Records identified through database searching
KMbase (132), KISS (252), NDSL (232), DBpia (283), RISS (1515), KoreaMed (100)
Total (n=2,514)

Records after duplicates removed
(n=1,027)

Records screened
(n=1,027)

Records excluded after
title/abstract screen
(n=975)

Full-text articles assessed for eligibility
(n=52)

Full-text articles included
through hand search
(n=10)

Studies included
in quantitative synthesis
(n=45)

Full-text articles excluded, with
reason (n=17)
Not relevant population (n=5)
Not relevant intervention (n=1)
Study design (n=10)
Not conducted in Korea (n=1)

Figure. 1. Flow chart of study selection.
https://doi.org/10.4069/kjwhn.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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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entions were classified as occurring in the first trimester
( ≤ 14 weeks), second trimester (15 to 26 weeks), third trimester (27 to 42 weeks), or during labor and birth. High-risk pregnancy factors were categorized as obstetric, medical, physical,
and current pregnancy risk factors based on the Korean Society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classification [14]. Information
on specific groups (cultural and racial groups or vulnerable
groups) was also added.
PNIs were classified as health education, psychosocial support, and complementary therapy [15]. The outcome variables
were divided into five domains by adding the physiological domain to the psychological, interpersonal, perceptual, and behavioral domains [9].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d percentage
using Excel 2016 (Microsoft, Redmond, WA, USA).

Results
General attributes of selected literatur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elected studies
Of the 45 studies analyzed in this study, five were published between 1980 and 1989, three between 1990 and 1999, 15, 22
2000 and 2009, and 22 between 2010 and 2019. The most common study design was non-randomized controlled trials (n = 41,
91.1%). Only 11 studies (24.4%) applied a theoretical framework (Table 1).
Participant descriptions
Twenty-nine studies (64.4%) included pregnant women only,
nine (20.0%) included pregnant women and spouses, and three
(6.7%) included pregnant women and infants. Research with an
expanded scope, including infants and families, has been published since 2000. Twenty-two articles (48.9%) were conducted
among primiparae, while 23 (51.1%) included primiparae and
multiparae. Since 2000, the participants have expanded to include both primiparae and multiparae. Most interventions were
performed during pregnancy (n = 38, 84.4%), five were during
labor and birth (11.1%), and two were during both pregnancy
and labor and birth (4.4%). The third trimester was the most
common timing during pregnancy (n = 16, 35.6%). Since 2000,
interventional studies have been conducted at other times, including the first trimester (Table 1).
The high-risk pregnancy factors of the participants included
preterm labor (n = 4, 8.9%), gestational diabetes (n = 3, 6.7%), and
cesarean section (n = 2, 4.4%). One study dealt with immigrant
women (2.2%). Eleven studies (24.4%) were conducted am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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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risk pregnant women and their families between 2010 and
2019.
Twenty-two studies (48.9%) had fewer than 30 participants
i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Table 1).

Characteristics of PNIs and outcome variables
Characteristics of PNIs
Interventions were performed in hospital settings in 39 studies
(86.7%). Twenty-one studies (46.7%) used individualized interventions, whereas 18 (40.0%) used group interventions, and five
(11.1%) involved a combination. Instruction was the most frequent intervention method (n = 34, 37.8%). The program duration ranged from 1 day to 12 weeks; interventions were provided
for 3 to 6 weeks in 18 studies (40.0%) and 1 day in 11 studies
(24.4%). Twenty studies (44.4%) had 1 to 4 sessions. The most
common duration was ≤ 60 minutes (n = 24, 53.3%). Nineteen
studies (42.2%) conducted follow-up immediately after the intervention (Table 2).
Intervention type
Prenatal health education was the most common intervention type
(n =22, 48.9%), followed by complementary therapy (n =17,
37.8%) and psychosocial support (n=6, 13.3%) (Table 2). Prenatal
education was classified into education on pregnancy-related health
care and childbirth (n=12, 26.7%), high-risk pregnancy health care
(n =4, 8.9%), newborn care and the parental role (n =3, 6.7%),
breastfeeding and care (n =2, 4.4%); and health-related behavior
(n=1, 2.2%). Complementary therapy was divided into relaxation/
abdominal breathing, music therapy and yoga/qigong training
(each n =4, 8.9%), therapeutic touch/massage and acupressure
(each n =2, 4.4%), and aromatherapy (n =1, 2.2%). Psychosocial
support was classified as family participation in the delivery and reinforcement of spousal support (each n=3, 6.7%) (Table 2).
Outcome variables
One to seven outcome variables were used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each PNI study. Of the 128 variables in total, there were
57 variables (44.5%) belonging to the psychological, 42 (32.8%)
in physiological domains. Anxiety was the most frequently measured variable (n = 21) although studies have diversified to explore
depression, stress, confidence, and self-efficacy since 2000. In the
physiological domain, labor pain was the most commonly evaluated variable (n = 9), although studies expanded to include physical
signs, symptoms, and biochemical parameters since 2000. Perceptions of childbirth experience (n = 5), maternal-fetal attachment
(n = 3), and breastfeeding-related variables (n = 3) were the most
https://doi.org/10.4069/kjwhn.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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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elected studies (N=45)
Variable

Categories

Research design

Randomized controlled trial
Non-randomized controlled trial
One-group pre-post study
Type of research† (n = 46)
Thesis or dissertation
Master
Doctoral
Funded research
General research
Theoretical framework
Yes
No
Intervention scope
Women
Spouses
Women+spouses
Women+spouses+family
Women+infants
Primipara/multipara
Primiparae
Primiparae+multiparae
Pregnancy period
During pregnancy
First trimester
First-second
Second trimester
Second-third
Third trimester
Unspecified
During pregnancy+labor and birth
During labor and birth
High-risk pregnancy factors
Obstetric factors, infertility
Physical factors, advanced age
Current pregnancy factors
GDM
Preterm labor
Hyperemesis
Cesarean section
Unspecified high-risk pregnancy
Specific population, immigrant women
None
Sample size of each group (or total) < 30 (or total < 60)
30–49 (or total 60–99)
> 50 (or total > 100)

3 (6.7)
41 (91.1)
1 (2.2)

1980–1989
n= 5
0 (0.0)
5 (100.0)
0 (0.0)

1990–1999
n= 3
0 (0.0)
3 (100.0)
0 (0.0)

2000–2009
n= 15
1 (6.7)
13 (86.7)
1 (6.7)

2010–2019
n= 22
2 (9.1)
20 (90.9)
0 (0.0)

8 (17.4)
4 (8.7)
9 (19.6)
25 (54.3)
11 (24.4)
34 (75.6)
29 (64.4)
2 (4.4)
9 (20.0)
2 (4.4)
3 (6.7)
22 (48.9)
23 (51.1)

1 (20.0)
1 (20.0)
1 (20.0)
2 (40.0)
1 (20.0)
4 (80.0)
2 (40.0)
0 (0.0)
3 (60.0)
0 (0.0)
0 (0.0)
5 (100.0)
0 (0.0)

0 (0.0)
0 (0.0)
1 (33.3)
2 (66.7)
1 (33.3)
2 (66.7)
2 (66.7)
0 (0.0)
1 (33.3)
0 (0.0)
0 (0.0)
3 (100.0)
0 (0.0)

2 (13.3)
0 (0.0)
2 (13.3)
11 (73.3)
1 (6.7)
14 (93.3)
8 (53.3)
1 (6.7)
2 (13.3)
2 (13.3)
2 (13.3)
8 (53.3)
7 (46.7)

5 (21.7)
3 (13.0)
5 (21.7)
10 (43.5)
8 (36.4)
14 (63.6)
17 (77.3)
1 (4.6)
3 (13.6)
0 (0.0)
1 (4.6)
6 (27.3)
16 (72.7)

1 (2.2)
3 (6.7)
2 (4.4)
11 (24.4)
16 (35.6)
5 (11.1)
2 (4.4)
5 (11.1)
1 (2.2)
1 (2.2)

0 (0.0)
0 (0.0)
0 (0.0)
0 (0.0)
5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66.7)
0 (0.0)
0 (0.0)
0 (0.0)
1 (33.3)
0 (0.0)
0 (0.0)

0 (0.0)
1 (6.7)
0 (0.0)
3 (20.0)
5 (33.3)
3 (20.0)
1 (6.7)
2 (13.3)
0 (0.0)
0 (0.0)

1 (4.6)
2 (9.1)
2 (9.1)
6 (27.3)
6 (27.3)
2 (9.1)
1 (4.6)
2 (9.1)
1 (4.6)
1 (4.6)

3 (6.7)
4 (8.9)
1 (2.2)
2 (4.4)
1 (2.2)
1 (2.2)
31 (68.9)
22 (48.9)
14 (31.1)
9 (2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5 (100.0)
2 (40.0)
1 (20.0)
2 (4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3 (100.0)
1 (33.3)
1 (33.3)
1 (33.3)

0 (0.0)
1 (6.7)
1 (6.7)
1 (6.7)
0 (0.0)
0 (0.0)
12 (80.0)
9 (60.0)
4 (26.7)
2 (13.3)

3 (13.6)
3 (13.6)
0 (0.0)
1 (4.6)
1 (4.6)
1 (4.6)
11 (50.0)
10 (45.5)
8 (36.4)
4 (18.2)

Total
n (%)

GDM: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
Multiple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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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prenatal nursing interventions (N=45)
Variable

Categories

Study setting

Hospital
Public health center
Community
Mobile web
Group
Individual
Combination (group+individual)
Other
Instruction
Demonstration
Practice
Counseling
Phone call
Others
1 day
2–6 days
1–2 weeks
3–6 weeks
7–12 weeks
1–4
5–8
9–12
> 13
Others
0–60 minutes
61–120 minutes
Over 2 hours
Not described
Immediately after intervention
1–6 days after intervention
1–4 weeks after intervention
8 weeks after intervention
Post–delivery, 0–6 days
Post–delivery, 1–4 weeks
Post–delivery, 5–8 weeks
Post–delivery, 9–12 weeks
Prenatal health education
Pregnancy health care and childbirth
Breastfeeding and breast care
Newborn care and parental role
High-risk pregnancy health care
Health-related behavior
Psychosocial support
Family participated delivery
Spouse support reinforcement
Complementary therapy
Relaxation and abdominal breathing
Music therapy
Yoga and qigong training
Therapeutic touch and massage
Acupressure
Aroma inhalation

Study unit

Intervention methods† (n = 90)

Experimental period

Number of sessions

Time per session

Follow-up period

Intervention type

Total
n (%)
39 (86.7)
3 (6.7)
2 (4.4)
1 (2.2)
18 (40.0)
21 (46.7)
5 (11.1)
1 (2.2)
34 (37.8)
11 (12.2)
21 (23.3)
8 (8.9)
7 (7.8)
9 (10.0)
11 (24.4)
7 (15.6)
3 (6.7)
18 (40.0)
6 (13.3)
20 (44.4)
15 (33.3)
5 (11.1)
4 (8.9)
1 (2.2)
24 (53.3)
13 (28.9)
2 (4.4)
6 (13.3)
19 (42.2)
1 (2.2)
3 (6.7)
1 (2.2)
17 (37.8)
2 (4.4)
1 (2.2)
1 (2.2)
22 (48.9)
12 (26.7)
2 (4.4)
3 (6.7)
4 (8.9)
1 (2.2)
6 (13.3)
3 (6.7)
3 (6.7)
17 (37.8)
4 (8.9)
4 (8.9)
4 (8.9)
2 (4.4)
2 (4.4)
1 (2.2)

1980–1989
n= 5
5 (100.0)
0 (0.0)
0 (0.0)
0 (0.0)
4 (80.0)
0 (0.0)
1 (20.0)
0 (0.0)
5 (62.5)
0 (0.0)
2 (25.0)
1 (12.5)
0 (0.0)
0 (0.0)
2 (40.0)
0 (0.0)
0 (0.0)
3 (60.0)
0 (0.0)
2 (40.0)
3 (60.0)
0 (0.0)
0 (0.0)
0 (0.0)
3 (60.0)
2 (40.0)
0 (0.0)
0 (0.0)
0 (0.0)
0 (0.0)
2 (40.0)
0 (0.0)
3 (60.0)
0 (0.0)
0 (0.0)
0 (0.0)
4 (80.0)
4 (80.0)
0 (0.0)
0 (0.0)
0 (0.0)
0 (0.0)
1 (20.0)
0 (0.0)
1 (2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990–1999
n= 3
3 (100.0)
0 (0.0)
0 (0.0)
0 (0.0)
2 (66.7)
1 (33.3)
0 (0.0)
0 (0.0)
3 (50.0)
0 (0.0)
2 (33.3)
0 (0.0)
1 (16.7)
0 (0.0)
1 (33.3)
0 (0.0)
1 (33.3)
1 (33.3)
0 (0.0)
1 (33.3)
2 (66.7)
0 (0.0)
0 (0.0)
0 (0.0)
1 (33.3)
0 (0.0)
1 (33.3)
1 (33.3)
0 (0.0)
0 (0.0)
0 (0.0)
0 (0.0)
2 (66.7)
0 (0.0)
1 (33.3)
0 (0.0)
3 (100.0)
2 (66.7)
1 (33.3)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000–2009
n= 15
12 (80.0)
2 (13.3)
1 (6.7)
0 (0.0)
7 (46.7)
7 (46.7)
1 (6.7)
0 (0.0)
10 (34.5)
4 (13.8)
8 (27.6)
1 (3.5)
2 (6.9)
4 (13.8)
3 (20.0)
3 (20.0)
0 (0.0)
7 (46.7)
2 (13.3)
8 (53.3)
4 (26.7)
0 (0.0)
3 (20.0)
0 (0.0)
6 (40.0)
5 (33.3)
1 (6.7)
3 (20.0)
6 (40.0)
1 (6.7)
0 (0.0)
0 (0.0)
7 (46.7)
1 (6.7)
0 (0.0)
0 (0.0)
4 (26.7)
3 (20.0)
0 (0.0)
1 (6.7)
0 (0.0)
0 (0.0)
3 (20.0)
2 (13.3)
1 (6.7)
8 (53.3)
2 (13.3)
1 (6.7)
3 (20.0)
0 (0.0)
2 (13.3)
0 (0.0)

2010–2019
n= 22
19 (86.4)
1 (4.6)
1 (4.6)
1 (4.6)
5 (22.7)
11 (50.0)
5 (22.7)
1 (4.6)
16 (34.0)
7 (14.9)
9 (19.2)
6 (12.8)
4 (8.5)
5 (10.6)
5 (22.7)
4 (18.2)
2 (9.1)
7 (31.8)
4 (18.2)
9 (40.9)
6 (27.3)
5 (22.7)
1 (4.6)
1 (4.6)
14 (63.6)
6 (27.3)
0 (0.0)
2 (9.1)
13 (59.1)
0 (0.0)
1 (4.6)
1 (4.6)
5 (22.7)
1 (4.6)
0 (0.0)
1 (4.6)
11 (50.0)
3 (13.6)
1 (4.6)
2 (9.1)
4 (18.2)
1 (4.6)
2 (9.1)
1 (4.6)
1 (4.6)
9 (40.9)
2 (9.1)
3 (13.6)
1 (4.6)
2 (9.1)
0 (0.0)
1 (4.6)

†

Multiple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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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tly measured variables in the perceptual, interpersonal, and
behavioral domains, respectively (Table 3).

Effects of interventions
Prenatal health education
Of the 22 studies dealing with prenatal health education, preg-

Table 3. Types of outcome variables
Variable
Psychological

Total

1980–1989
Anxiety (3)
Antenatal
stress (1)
Spouse support (1)

Interpersonal

Mother-infant
synchrony (1)
Infant response (1)

Perceptual

Behavioral

Physiological

Total, n (%)

128 (100.0)

1990–1999
Anxiety (1)

2000–2009
Anxiety (7)
Antenatal stress (1)
Depression (1)

2010–2019
Anxiety (10)
Depression (5)
Stress (antenatal, 5; preterm labor, 3;
child rearing, 1; perceived, 1)
Self-confidence
Self-efficacy (childbirth, 2; child
(maternal role) (1)
rearing, 1; GDM, 1; pregnancy
health care, 1)
Spouse support (1)
Self-confidence (childbirth, 3;
maternal role, 1; paternal role, 1)
Spouse participation (2)
Quality of life (1)
Spouse support (1)
Maternal identity (1)
Maternal-fetal attachment (1) Maternal-fetal attachment (2)

Mother-infant interaction (1) Father-infant attachment (2)
Couple attachment (1)
Maternal sensitivity (1)
Knowledge (childbirth, 1;
Knowledge (child rearing, 1; GDM, 1;
breastfeeding, 1)
breastfeeding, 1; pregnancy health
care, 1)
Perception of childbirth
Perception of childbirth experience (2)
experience (3)
Maternal attitude of
Breastfeeding practice (1)
Breastfeeding methods (1)
childrearing (1)
Breastfeeding rate (1)
GDM self-management (1)
Oral health behavior (1)
Pregnancy health care practice
behavior (1)
Self-care behavior (GDM) (1)
Labor pain (1)
Labor pain (2)
Labor pain (5)
Labor pain (1)
Length of labor (1)
Pulse (1)
Length of labor (2)
Vital signs (2)
Apgar score (1)
Breast discomfort (1)
Vital signs (2)
Physical activity (1)
Pulse (1)
Periodontal disease (1)
SaO2 (1)
Uterine contractions (1)
Weight gain (1)
Tocolytic dosage (1)
Vomiting (1)
Biochemical index (2)
Discomfort (nausea/vomiting, ANS (1)
1; after childbirth, 1)
Physical symptoms (1)
Maternal sleep/activity (1)
Fatigue (1)
Infant's sleep/activity (1)
Cortisol level (1)
FHR (2)
Infant (BW, 2; HC, 1)
12 (9.4)
6 (4.7)
41 (32.0)
69 (53.9)

ANS: Autonomic nervous system; BW: body weight; FHR: fetal heart rate; GDM: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HC: head circumference; SaO2: oxygen
sat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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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cy-related health care and childbirth education was included
in 12 studies, of which three focused on the normal course of
pregnancy and childbirth, one on coaching in childbirth, one on
experience-focused prenatal education, six on the Lamaze method, and one on sophrologic prenatal education. The main findings were significantly reduced anxiety (5 of 7), increased childbirth confidence and self-efficacy (3 of 3), and reduced labor
pain (3 of 4).
High-risk pregnancy health care education was addressed in
four studies, of which three focused on coaching-based health
management programs for women with gestational diabetes and
one focused on web-based prenatal education for advanced maternal age. The main findings were meaningful enhancements of
self-efficacy (2 of 2), self-management or health care behavior (3
of 3), and reductions in depression (2 of 2) and anxiety (1 of 1).
Three studies involved interventions dealing with newborn
care and parental role education, including one study focusing
on newborn care for married immigrant women, another on a
program to promote mother-fetus interaction, and the other was
parental role education for primiparae. The main results were
positive changes in childrearing self-efficacy, maternal role
self-confidence, and mother-infant interactions (1 of 1 for each).
Breastfeeding and care education was implemented in two
studies, with a significant increase in breastfeeding rate and
practices (2 of 2). Health-related behavior education was applied in one study, in which an oral health and walking exercise
program for healthy pregnant women reduced depression and
stress, and led to significantly improved quality of life and oral
health behavior.
Complementary therapy
Of the 17 studies dealing with complementary therapy, four investigated relaxation and abdominal breathing. Of these, three
studies were conducted among pregnant women with preterm
labor, and one among primiparae during normal labor and birth.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were found on reducing stress (2 of
2), anxiety (4 of 4), and tocolytic dosage (1 of 1), as well as on
stable vital signs (2 of 2).
Music therapy was used in four studies, of which two were
conducted among healthy pregnancy women during a nonstress test or transvaginal ultrasound, one among pregnant
women with preterm labor, and one among women undergoing
a cesarean section. Significant improvements in anxiety (3 of 3)
and preterm labor stress (1 of 1) were reported.
Yoga and qigong training was included in four studies, with
significant effects on reducing labor pain (2 of 3) and postpartum discomfort (1 of 1); promoting a normal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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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f 1) and birth weight (1 of 1); reducing anxiety (2 of 3),
pregnancy stress (1 of 1), and depression (1 of 1).
Two studies using therapeutic touch and massage showed
positive effects on anxiety, spousal support, perceptions of the
childbirth experience, paternal role confidence, and couple attachment (1 of 1 for each). Two studies using acupressur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blood cortisol levels and in
nausea and vomiting (1 of 1 for each). One study applied aromatherapy to high-risk pregnant women and found significant
effects on reducing antenatal stress.
Psychosocial support
Six studies investigated psychosocial support, of which three
studies provided spousal support reinforcement during the normal process of labor and delivery, while three studies applied
programs promoting family participation in delivery. The main
results were positive perceptions of the childbirth experience (2
of 3), self-efficacy regarding childbirth (1 of 1), spousal support
(2 of 2), spousal participation (1 of 1) and reduced antenatal
stress (1 of 1).

Discussion
This study identified research trends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PNIs among pregnant women and their families in
Korea.
Most studies were non-random experimental studies, and
only a handful used specific theoretical frameworks; however, it
is encouraging that the number of randomized experimental
studies and studies using theoretical frameworks has increased
since 2010.
Although the study participants were mainly limited to pregnant women, studies gradually expanded to include infants,
spouses, and entire families. This is a favorable trend in light of
research demonstrating that support from spouses and family
members during pregnancy and childbirth has a significant effect on pregnant women’s birth experiences [16,17]. Primiparae
were the main participants because of their high levels of fear
and anxiety as they prepare for childbirth and labor pain [18].
Since 2000, the number of intervention studies involving both
primiparae and multiparae has increased, presumably due to the
selection of participants according to nursing needs. Interventions were most frequently performed during the second and
third trimesters; however, PNC in the early stages of pregnancy
has been proposed as a way to predict unfavorable birth outcomes [19]. Therefore, nursing interventions at various time
points in pregnancy should be studied, including the first trihttps://doi.org/10.4069/kjwhn.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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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ter.
Studies of high-risk pregnancies have become increasingly
common due to increasing rates of late pregnancy and childbirth
[20]. Furthermore, as the number of marriage immigrants is
steadily increasing [20], more comprehensive PNIs should be
provided for them.
Interventions were most commonly provided at hospitals.
Reasons for not participating in prenatal education include limitations of time and place [4,5]. Due to the insufficient availability of prenatal education at public health centers, prenatal education sessions are now frequently held by department store cultural centers, private companies, or online [21]. Therefore, interventions should consider the accessibility and convenience of
PNC. Group interventions were frequently performed in older
studies, but individual and mixed interventions became more
frequent. A group PNC model known as ‘CenteringPregnancy’
has been developed in the United States and applied with the intention of improving perinatal outcomes [22]. However, in a recent Cochrane review, the effects of group and individual pregnancy management were compared through a randomized controlled study, and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major
pregnancy outcomes [23]. According to the WHO guideline for
PNC, individual and group interventions should be selected according to individual preferences [3]. Therefore, the needs and
cost-effectiveness of individual and group interventions should
be considered in future intervention studies. Most interventions
involved short sessions, with follow-up conducted immediately
post-intervention. Longitudinal studies should investigate longer-term intervention strategies to promote ongoing healthy behaviors even after childbirth.
Many studies used psychological outcome variables, such as
anxiety, and physiological outcome variables, such as labor pain.
In addition, there was a tendency to use objective values, such as
physiological measurements and clinical signs and symptoms.
Objective measurements support evidence-based nursing and
increase the validity of the research [24].
The most widely used type of intervention was prenatal
health education, which is a key element of PNIs. In most studies, prenatal educ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reducing anxiety, improving self-efficacy and self-confidence, and alleviating
labor pain. These results are similar to findings of international
research that systematic prenatal education was effective in improving knowledge and promoting self-efficacy and psychosocial well-being [25]. However, there was a lack of education related to health-promoting behaviors. Thus, PNIs should be developed that focus on healthy behaviors before, during, and after
pregnancy, with regular follow-up to verify their long-term efhttps://doi.org/10.4069/kjwhn.2020.06.12

fects.
Nursing studies with complementary interventions gradually
became more frequent. It has been reported that 51% to 68% of
women in advanced Western countries received alternative therapies during pregnancy [26-28]. In this study, complementary
therapy reduced anxiety, stress, and physical discomfort or labor
pain; therefore, future research should explore standardization
of complementary therapy for safe clinical practice.
Psychosocial support interventions enhanced spousal support
and participation and improved perceptions of childbirth experience and self-efficacy in delivery. Previous studies have suggested that continuous support during labor, particularly spousal support, is the strongest predictors of a mother’s positive
childbirth experience [16,29].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identified research
trends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intervention studies
that applied PNIs to pregnant women and families in Korea.
Thus, it provides baseline evidence and suggests directions for
effective PNI development in the future. However, it may have
been affected by publication bias and we could not assess the
methodological quality of the included studies.
This study analyzed research trends of PNIs conducted
among pregnant women and their families. The following specific directions should be considered for future research. First,
researchers should increase the level of evidence by conducting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Second, PNI research should
be expanded beyond women in the second and third trimesters of pregnancy, and should also account for various highrisk factors. Third, integrated interventions should be developed with the goal of establishing effective partnerships
among women, families, and nurses and promoting family
support and participation throughout the pregnancy. Fourth,
standardized processes should be established for presenting
evidence and implementing effective PNIs. Finally, highly accessible interventions should be developed using modern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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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etical evaluation of Cox’s interaction model of client health
behavior for health promotion in adult women
Youlim Kim, Hyeonkyeong Lee, Gi Wook Ryu
College of Nursing, Mo-Im Kim Nursing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Cox’s interaction model of client health behavior (IMCHB) as used in
studies on women’s health. Using keyword combinations of “women” and “IMCHB” or “interaction
model of client health behavior,” we searched the PubMed, MEDLINE, Embase, and RISS databases for studies on the promotion of women’s health published from January 2009 to April 2019. Finally, 11 studies were selected and evaluated according to seven criteria for theory evaluation, which
combined Fawcett’s theory evaluation criteria and Chinn and Kramer’s criteria. We found that the
IMCHB corresponds to a verifiable practical level of a middle-range theory, although it may be partially abstract. It contains all four concepts of the metaparadigm of nursing, in terms of a holistic
philosophical approach. A theoretical evaluation demonstrated that the IMCHB has significance,
generality, testability, empirical adequacy, and pragmatic adequacy for nursing practice and research.
However, the lack of clear conceptual definitions and the presence of complex relationships among
concepts resulted in a lack of internal consistency and parsimony. According to an in-depth verification through a review of the literature, the IMCHB has been used as a health promotion intervention strategy for various populations of women and has led to useful results in nursing practice. The
IMCHB was confirmed to be a suitable theory for experimental and clinical research. Future research can build on this middle-range theory for women’s health research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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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Women, who make up half of the global population, have
unique health needs from childhood to old age. The United Nations emphasized improving women’s health and quality of life
in it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 These agendas broadened the concept of women’s social activities and gender equality, and increased the number of studies related to women’s
health [2]. In particular, the conceptual focus of women’s health
expanded from maternal health, which is focused on pregnancy
and childbirth, to include sexual health, depression, drinking,
and smoking among women, and is transitioning to encompass

gender-centered promotion of women’s health [2]. Due to these
changes, researchers in the field of women’s health should consider sociocultural influences, approach the holistic context of
life from individuals to motherhood and beyond, and seek to
understand phenomena in terms of human interactions [3].
Nursing theory is necessary as a framework for testing various
phenomena in the field of nursing in the present rapidly changing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4], and through such research, scientific knowledge about nursing can be accumulated.
Nursing theory provides a conceptual basis for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oretical and practical nursing [5].
In order to study women’s health promotion, it is necessary to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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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Cox’s interaction model of client health behavior (IMCHB) was previously analyzed in research articles published until 1995. Although the IMCHB has been regularly used thereafter, no recent theoretical evaluations have been conducted.
• What this paper adds

This review of 11 studies on women’s health that applied the IMCHB found that the IMCHB has significance, generality, testability, empirical adequacy, and pragmatic adequacy, contributing useful results for nursing practice. However, it lacks internal
consistency and parsimony due to its complex concepts and relationships.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An integrated understanding and analysis of nursing theories can guide nursing services and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the
role of professional nurses.

comprehensively analyze and evaluate relevant theories by considering various aspects of the physical, mental, and social environment of the population [6]. Among the various theories related to health behavior, Cox’s interaction model of client health behavior (IMCHB) includes client-professional interaction as a
main concept, highlighting nurses’ professional roles and their
provision of patient-centered nursing in consideration of the context of the target population [7]. In addition, Cox’s IMCHB is a
nursing model that emphasizes the roles and interactions of clients and professionals and is used as a theoretical framework in
various areas of nursing practice and research to contribute to
nursing theoretical knowledge [8].
In order to properly explain phenomena encountered in nursing practice, an in-depth critical understanding of a theory is required before applying it. Evaluation of nursing theories can
contribute to the consolidation of nursing epistemology and to
the further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theories [9]. A
previous study evaluated the IMCHB using research papers
published from 1983 to 1994, the first decade after the theory
was developed [9], but no analyses and evaluations of this theory have been conducted for about 25 years thereafter. Therefore,
reviewing the research related to women’s health that has applied IMCHB in the last 11 years may suggest future research
directions. In this study, as Cox’s IMCHB is a middle-range theory, we reviewed studies that applied the IMCHB to adult women who were not hospitalized for specific disea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1) to conduct a theoretical
analysis and evaluation of research in the field of women’s health
applying Cox’s IMCHB published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 journals in the past 11 years ( January 2009 to April
2019), and 2) to propose a strategy for nursing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development for women’s health promotion based
https://doi.org/10.4069/kjwhn.2020.06.13

on this analysis and evaluation.

Methods
Ethics statement: This study was exempted from the requirement to obtain informed consent because it was a literature
review.

Design and samples
This study was a literature review analyzing papers on women’s
health that applied Cox’s IMCHB and were published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journals within the past 11 years, from January 2009 to April 2019.
Data sources
A search was conducted for studies that applied the IMCHB in
relation to the health of female outpatients and were published
in peer-reviewed journals in Korean or English between January
2009 and April 2019. We searched four online databases:
PubMed, MEDLINE, Embase, and the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Terms related to the theory were identified by referring to the keywords used in theoretical evaluation
papers dealing with the IMCHB [9]. We conducted a preliminary search using the terms “interaction model of client health
behavior” or “Cox’s interaction model” in combination with
“women.” The preliminary results showed that many articles
used the abbreviation “IMCHB” for “interaction model of client
health” throughout the text, and it was confirmed that few articles were found when “Cox” was added as a term. Therefore, we
used the following final combination of keywords:
((("Female"[Mesh]) OR "(Women"[Mesh]))) AND (("IM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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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viewed literature
The reviewed studies included five international studies
(45.5%) and six studies from South Korea (54.5%) (Table 1).
Ten studies (90.9%) were quantitative, and one (9.1%) was
122

Identification

Scope: Level of abstraction
The concepts of a theory play a fundamental role in its construction, and the object to which each concept is addressed should
be empirically defined [12,13].
Cox’s IMCHB encompasses three major elements: the client
background, client-professional interaction, and health outcomes of the client (Table 2). However, these concepts are not
clearly explained, and there is no specific statement on how to
measure them. As the IMCHB does not address specific

Screening

Criteria for the evaluation and analysis of theory and
literature
In this study, Fawcett’s theory analysis and evaluation steps were
used as the main theoretical evaluation criteria [10]. Fawcett [10]
presented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ories as involving the
stages of “theoretical analysis” and “theoretical evaluation.” Fawcett’s evaluation criteria for theories include significance, internal
consistency, parsimony, testability, empirical adequacy, and pragmatic adequacy. Chinn and Kramer [11] proposed different evaluation criteria for theories, and additionally presented generality
as a criterion to evaluate theories. Generality refers to assessing
whether a theory can explain a wide scope of experiences and
phenomena [11]. Therefore, we added the generality criterion of
Chinn and Kramer [11] to Fawcett’s evaluation criteria to analyze
the IMCHB from various viewpoints. Consequently, in this study,
the theory and literature were evaluated according to seven criteria: importance, internal consistency, parsimony, generality, testability, empirical adequacy, and practical adequacy.

Analysis of the theory

Records identified through database searching
PubMed (n=9), MEDLINE (n=10),
Embase (n=24), RISS (n=7),
Hand searching (n=2)
(n=52)

Records after duplicates removed
(n=34)

Records screened
(n=34)

Eligibility

Study selection
The literature selection criteria for this study were: (1) the IMCHB was applied, and (2) the participants were adult women.
The criteria for exclusion were: (1) the IMCHB application was
not clearly explained, or the participants were (2) inpatients or
(3) children and adolescents.
According to the results obtained by searching the international databases using the search terms, 52 studies were found
(nine in PubMed, 10 in MEDLINE, 24 in Embase, seven in
RISS, and two via hand-searching). After duplicates were removed (n = 18), two reviewers (YK and GWR) independently
screened a total of 34 articles focusing on titles and abstracts.
The same reviewers then independently reviewed the full-text
articles to determine whether each article was appropriate for
inclusion in this analysis. One study was excluded because the
original text was inaccessible and 22 articles met the exclusion
criteria (6 studies did not apply the IMCHB, four studies involved inpatients, and 12 studies sampled non-adult women), so
11 studies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Figure 1).

qualitative. The participants in the studies were minority groups
(immigrants or multicultural women) and low-income women
in five studies (45.5%), pregnant women in two studies
(18.2%), postpartum women in one study (9.1%), women with
gynecological cancer in one study (9.1%), women with osteoarthritis in one study (9.1%), and older adults in one study
(9.1%).

Full-text articles
assessed for eligibility
(n=33)

Included

CHB") OR ("interaction model of client health behavior")).

Records excluded (n=1)
• No full text (n=1)

Full-text articles
excluded (n=22)
• Not apply IMCHB (n=6)
• Irrelevant participants
(n=16)

Studies included in the
review (n=11)

Figure 1. PRISMA flow diagram.
IMCHB: interaction model of client health behavior; RISS: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https://doi.org/10.4069/kjwhn.20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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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related situations and was designed to be applied to a
wide range of health care decisions and behaviors, it is necessary
to keep in mind that the concepts highlighted may vary depend-

ing on the research question [14]. Therefore, the IMCHB corresponds to a verifiable practical level of a middle-range theory,
and it may be partially abstract due to the lack of concrete descriptions of specific nursing phenomena and clients.

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ies (n=11)

Context: Metaparadigm concepts and propositions
To analyze the context of the IMCHB as a theory,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it presents a philosophical opinion based on a
metaparadigm and evidence [10].
Cox [7] recognized human beings as independent entities capable of determining their own health behaviors, focused on human singularity, and identified environmental factors as personal factors, economic resources, and use of health care facilities
related to background variables. In the IMCHB, “health” is described as positive behaviors obtained through interaction with
experts who have recogni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lient,
and five variables are suggested to measure health outcomes
(e.g., health status indicators and healthcare utilization). Nurs-

Variable
Country

Categories
International
South Korea
Research design Quantitative
Non-experimental design: Survey
Experimental design: Quasi-experimental
Qualitative
Population
Minority and low-income women
Pregnant women
Postpartum women
Women with osteoarthritis
Women with gynecological cancer
Older adults

n (%)
5 (45.5)
6 (54.5)
10 (90.9)
3 (27.3)
7 (63.6)
1 (9.1)
5 (45.5)
2 (18.2)
1 (9.1)
1 (9.1)
1 (9.1)
1 (9.1)

Table 2. Conceptual definition of elements and variables
Element and variable
Client singularity
Background variable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ocial influence
   Previous healthcare experience
  Environmental resources
Dynamic variables
  Affective response
  Motivation
  Cognitive appraisal
Client-professional interaction
Affective support
Provision of health information
Decisional control
Professional or technical competencies
Health outcomes
Healthcare utilization
Health status indicators
Problem-severity indicators
Adherence to the recommended care regimen
Satisfaction with care

https://doi.org/10.4069/kjwhn.2020.06.13

Definition
Unique intrapersonal and contextual configuration of an individual based on background variables,
motivation, cognitive appraisal, and affective response
Relatively non-modifiable influences on health behavior
Client characteristics: age, education, race
Social factors that affect health behaviors
Health history (objective and subjective), current physiological health status, and developmental
status
Availability of informational, people, financial, and geographic resources to facilitate health behavior
Modifiable targets for intervention
Emotional response to a health concern
Intrinsic or extrinsic motivation, self-determination
Cognitive representation of a health concern
The extent to which the provider attends to a client’s singularity and tailors the intervention
approach to that singularity
The process of attending to a client’s level of emotional arousal and building an affiliative bond with
the client
The process of providing useful health information to a client
The process of creating a health care climate that is supportive of autonomy rather than controlling
Therapeutic skills of the provider
Health behavior or health state that is behaviorally related
The extent to which an individual seeks and uses available health care resources
Physiological, psychological, social health, and wellbeing parameters
Disease progression, stabilization as a function of measures of disease or treatment sequelae
Extent to which a patient engages in care regimens, behaviors, or treatments that are necessary to
ensure optimal health
Client’s appraisal of adequacy of a provider’s response to a health care problem and extent to which
the patient’s expectations are met/unmet

123

Kim Y et al. • Theoretical evaluation of IMCHB

ing interventions involve emotional support, provision of health
information, decisional control, and professional/technical
competencies through interactions with the client [7].
Cox [15] stated that the IMCHB can be used for the client’s
health care based on a holistic philosophy.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IMCHB contains all four concepts of the metaparadigm of nursing and views health from a holistic philosophical
point of view.

Content: Concepts and propositions
The IMCHB is composed of three elements: the singularity of
the client, interaction between the client and the professional,
and health outcome of the client (Figure 2). It contains seven
concepts regarding the client’s singularity, four concepts relating
to patient-professional interactions, and five concepts involving
the client’s health outcomes (Table 2).
An example drawn from the nine statements that correspond
to the IMCHB’s conceptual explanation is “the background variable of the theory includes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includes social influence, previous health care experiences, and environmental resources,” [7]. Relationship statements are divided into
those that express correlation and those that express causality;
an example of a correlational statement is “the interrelationships
between cognitive appraisal, intrinsic motivation and affective response are complicated,” and an example of a causal statement is
“the background variables, which include sociocultural and personal

Client Singularity

resource, directly influence the individual’s cognitive appraisal” [7].

Evaluation of the theory
Significance
The significance of a theory is evaluated to check whether concepts and propositions are specified based on philosophical
opinions, and whether conceptual models are presented based
on philosophical opinions [10]. Cox’s IMCHB is a targeted
health promotion theory developed from a holistic point of
view of humans and nursing, and aims to induce health behavior
through interactions between experts and clients by identifying
clients’ background, as well as relevant cognitive and psychological factors. The IMCHB presents three main elements and
sub-concepts, and shows their interactions. Cox’s original formulation of the IMCHB did not specify the definition and measurement method of the concepts, but another study by Cox
[16] explained each conceptual and operational definition.
Internal consistency
Internal consistency ensures that the elements of a theory, the
meaning and clarity of the concepts, and terms and definitions
are consistent [10]. In the 11 studies reviewed in this study, [1727] only seven experimental studies included the three major
components of the IMCHB [18, 20-25, 27]. All the dynamic
variables included in elements of the client’s singularity were

Client-Professional
Interaction

Background Variables Dynamic Variable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ocial influences

Intrinsic
motivations

Utilization of health
care services
Clinical health
status indicators

Health information
Severity of health
care problem

Cognitive appraisal

Previous health care
experiences
Environmental
resources

Affective
support

Health Outcome

Decisional control
Affective response
Professional/
technical
competencies

Adherence to the
recommended care
regimen
Satisfaction with
care

Figure 2. Interaction model of client health behavior.
Adapted from Cox et al. [16] (Oncol Nurs Forum 2003;30(5):E92-E99) with original copyright holder's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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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ed in two descriptive studies [21,26] and one experimental study [22]. Of the four studies [21,22,23,25] that aimed to
measure intrinsic motivation, that by Hanrungcharotorn et al.
[21] actually measured extrinsic motivations for health behaviors through support from family, friends, and colleagues, but
not intrinsic motivations for self- determinants of health behavior within the IMCHB. In seven experimental studies, the elements of client-professional interaction were included, but in
two studies, the conceptual meaning of “decisional control” and
“professional technical competencies” were unclear.
The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of client-professional interactions, such as affective support, health information, decision control, and professional/technical competencies, were
also unclear.

Parsimony
The parsimony of a theory refers to whether phenomena are
clearly explained using as few concepts and propositions as possible. Cox’s IMCHB includes three main elements and a total of
16 sub-concepts. The relationships among the elements and
among the concepts are shown in Figure 2. Among the reviewed
studies, none measured all 16 sub-concepts, and only three measured affective response, motivation, and cognitive appraisal,
corresponding to the dynamic variables affecting health outcomes [21,22,26]. In two studies [18,22] that presented a theoretical framework, the interactions between client’s background
variables, such a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ocial influence,
and previous health care experiences, were not specified.
Generality
The generality of a theory refers to whether it is applicable to
various population groups [11]. The participants of the reviewed studies were women of various groups, including minorities (immigrants or multicultural women) and low-income
women [17,19,23,24,26], pregnant women [22,25], postpartum
women [27], women with gynecological cancer [18], women
with osteoarthritis [21], and older adults [20], suggesting adequate generality.
Testability
Testability refers to whether the scientific usefulness of a theory
can be empirically tested. It can be evaluated in terms of whether research methodology reflects theory, whether there are
scales to measure observable concepts, and whether statistical
analysis can measure its propositions [10].
In seven studies (63.6%), nursing interventions were provided to the participants, reflecting the specificity of the nursing
https://doi.org/10.4069/kjwhn.2020.06.13

prescriptions presented in the IMCHB. The main health outcomes measured in the 11 studies were health status [17,22],
problem-severity indicators [18,20,21,23,25], adherence to the
recommended care regimen [22,24-26], and satisfaction with
care [27]. The reviewed studies measured concepts using different scales for each. In two studies, depression status was measured using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and pain was measured using a visual analog scale.
The studies used the following statistical methods: the chisquare test; the t-test; analysis of variance (ANOVA), analysis of
covariance, and repeated-measures ANOVA; the Mann-Whitney U-test; the Kruskal-Wallis test; correlation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nd survival analysis.

Empirical adequacy
To evaluate the empirical adequacy of a theory is to analyze
whether the theory is consistent with the empirical assertions
derived from the research [10]. In the reviewed studies, health
outcomes were confirmed according to the variables of client
singularity, which are elements of the IMCHB (Table 3). Of the
seven experimental studies, six studies based on the IMCHB
[18,20,22-25] provided interventions that considered the clients’ background variables and improved health outcomes
through client-professional interactions. Cox [16] claimed that
previous health outcomes could provide feedback regarding a
client’s background variables. In Ackerson’s study [17], previous
experiences of Pap smears in minority women were an important factor in receiving regular cervical cancer screening tests. In
addition, affective response, intrinsic motivation, and cognitive
appraisal—as dynamic variables of the client—were partially
supported, with positive effects on health outcomes.
Pragmatic adequacy
A theory’s pragmatic adequacy is evaluated using the criteria of
(a) the education and training required before utilization in
nursing practice, (b) the theory’s application in real nursing
practice, (c) the feasibility of implementing theoretical activities, and (d) the professional’s legal capacity to implement the
activities [10]. In the reviewed studies, the IMCHB was applied
to women’s health promotion in a variety of nursing practices,
such as cervical cancer screening, postpartum management,
breastfeeding, and physical activity enhancement. These were
studies conducted in real-world clinical settings and helped
solve the participants’ health problems. In the study of An et al.
[18], when caring for gynecological cancer patients, nurses encouraged physical activity, imparted nutritional education to the
participants, and stimulated an affective response. Based on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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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examine the effect of lifestyle
intervention on the development
of fatigue, nutritional status and
quality of life of patients with
gynecological cancer patients

To investigate the patterns of
physical activity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with those patterns in Korean
immigrants in the USA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a
sleep improvement program
combined with an aromanecklace for elderly women

An et al.,2015
[18]/South Korea

Choi et al., 2011
[19]/USA

Chun et al., 2017
[20] /South Korea

Kim & Kim., 2013
[22]/South Korea

To examine the effect of an
integrated self-management
program on self- management,
glycemic control, and maternal
identity in women with GDM

Hanrungcharotorn et al. 2017 To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21]/Thailand
physical activity among women
with osteoarthritis of the knee

Purpose
To explore African- American
women’s use of Pap smear

Author, year/ Country
Ackerson., 2011
[17]/USA

Lifestyle intervention was
effective in lessening fatigue,
and improving nutritional
status and social/family
well-being.

There was a difference in
pattern and amount of activity
according to demographic
variables (job type, marital
status, age, transportation).

χ2-test, t-test, ANCOVA

χ2-test, Mann-Whitney tests,

test

χ2-test, t-test, Mann-Whitney

ANOVA, Kruskal-Wallis test,

Main results
The routine and non-routine
examination group fit the
IMCHB model. Non-routine
examination women have
negative personal influence.

Analytic technique
Content analysis

(Continued to the next page)

Group differences were found in
sleep quality, sleep duration,
sleep satisfaction, depression,
and anxiety.
No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systolic or diastolic blood
pressure.
242 females with osteoarthritis -Client singularity: age,
Binary logistic regression,
BMI and pain-related fear
of the knee attending the
occupational/marital status,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influenced physical activity.
outpatient
education, income, living
Pearson correlation
Age, knee pain, functional
status, BMI, medical records,
limitation, pain catastrophizing,
onset of diagnosis, comorbidity
and social support did not sig- Outcome: Revised Thainificantly influence physical
WOMAC, rMSPSS, CSCSQ,
activity.
FABQ- PA
55 women with GDM
-Client singularity: Knowledge χ2-test, Mann-Whitney U test Integrated self-management
of GDM, Self-efficacy of GDM
program for women with GDM
management.
improves self-management,
-Outcome: Self-management,
maternal identity, and
maternal identify, 2-hour
decreased glycose level.
postprandial glucose levels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in Hb A1c.

Concept measure
-Client singularity: age, level of
education, income, insurance
-Outcome: personal influencing
factors (social influence,
previous health care
experience, cognitive appraisal)
that contribute to Pap smear
testing
49 patients with gynecologic
-Client singularity: Age,
cancer patients (E:24; C:25)
marriage, education, diagnosis,
stage, disease period, BMI,
body weight, income, fatigue,
nutritional states, quality of
life
-Outcome: FACIT-F, PG-SGA,
FACT-G
197 women Korean immigrants -Client singularity: Age,
in the USA
education, employment,
income, marital status, having
children
-Outcome: Physical activity
(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70 elderly women (E:35; C:35) -Client singularity: age, religion
- Outcome: CES-D, state trait
anxiety inventory- sleep
quality, sleep duration, VAS to
measure the sleep satisfaction,
blood pressure

Participants
11 women with routine
examination (Pap smear) and
13 women with non-routine
examination

Table 3. Studies guided by the interaction model of client health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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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s factors of breastfeeding
cessation were younger, not
from Mexican descent, and
had no breast-feeding support
system.

Main results
Community-based stretching
program was effective in
increasing their flexibility and
decreasing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
symptoms.
Reproductive health program
had improved aspects of
reproductive health
knowledge, reproductive
health attitude, and
reproductive health behavior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clinical
indicators (CBC, urine analysis,
vaginal smear) between the
experiment group and the
control group.
Oral health program and
walking exercise program was
effective improvements in oral
health behaviors, periodontal
disease, and psychological
indicators a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ere is no difference in
satisfaction with treatment
between demonstration/return
demonstration and traditional
methods.
ANOVA: analysis of variance; ANCOVA: analysis of covariance; BMI: body mass index; C: control group; CBC: complete blood count; CES-D: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SCSQ:
the Thai version of the Catastrophizing Subscale of the Coping Strategies Questionnaire; E: experimental group; FABQ-PA: the Thai version of the Fear-Avoidance Beliefs Questionnaire about Physical
Activity; FACIT-F: Functional Assessment of Chronic Illness Therapy-Fatigue Scale; FACT-G: Functional Assessment of Cancer Therapy-General; GDM: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HbA1c: hemoglobin
A1c; IMCHB: interaction model of client health behavior; Pap: Papanicolaou; PG-SGA: patient-generated subjective global assessment; rMSPSS: the revised Thai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SF-12: Short Form 12-item; Thai-WOMAC: Thai version of the Western Ontario and McMaster Universities Osteoarthritis Index; VAS: visual analog scale.

Wagner et al., 2011
[27]/USA

Tenfelde et al., 2012
[26]/USA

65 pregnant women (oral health - Outcome: Oral health
χ2 -test, Fisher’s exact test,
program :23; walking exercise behaviors, nutrition
ANOVA, repeated measures
program: 21; C: 21)
management, international
ANOVA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periodontal disease, CES-D,
perceived stress, maternal
stress, quality of life related to
health (SF-12)
To examine the factors that affect 309 low income breast- feeding -Client singularity: Age,
Survival analysis
breastfeeding cessation in
participants with special
education, marital status,
low-income mothers
supplemental nutrient
ethnicity, knowledge of
program for women
breast-feeding, breast- feeding
support, cognitive, motivational,
and affective intrapersonal
variables
-Outcome: Breastfeeding
cessation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70 postpartum women in the
-Outcome: Self-administered
χ2-test, Mann-Whitney U test
nurses' discharge method on
USA
modified client satisfaction
postpartum care
tool

Park & Lee., 2018
[25] /South Korea

To compare the effectiveness of
the oral health program and
walking exercise program for
pregnant women

To examine reproductive health 58 female immigrants in South -Client singularity: Reproductive χ2-test, t-test
programs for the improvement
Korea (E:29; C:29)
health knowledge, reproductive
of reproductive health of female
health attitude
immigrants and to verify their
-Outcome: Reproductive health
effectiveness.
behavior, clinical indicators
(CBC, urine analysis, vaginal
smear)

Concept measure
Analytic technique
-Client-professional interaction: χ2-test, t-test, linear mixed
Exercise adherence
model
-Outcome: Musculoskeletal
fitness, musculoskeletal
symptoms, acculturative stress

Park & Choi, 2014
[24]/South Korea

Participants
80 Korean-Chinese female
migrant workers

Purpose
To examine the long-term
effectiveness of stretching
exercises on the health
outcomes of Korean-Chinese
female migrant workers

Author, year/ Country
Lee et al, 2017
[23]/South Korea

Table 3.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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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results, it can be concluded that Cox’s IMCHB has excellent pragmatic adequacy.

Discussion
In this study, the structural and functional elements of Cox’s
IMCHB were confirmed through a review of articles on women’s health and the application of the IMCHB, based on the criteria of Fawcett [10] and Chinn and Kramer [11]. Moreover,
based on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this study aimed to present certain directions to be considered when providing and
evaluating nursing interventions that apply the IMCHB in future women’s health research.
First published in 1982, Cox’s IMCHB [7] presents a comprehensive framework in nursing practice, education, and research, including the metaparadigm of nursing. It also emphasizes the philosophical assumptions of nursing from a holistic
point of view [28], and underscores the need to assess health
from a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taking into account the
physical, cognitive, and psychological aspects of clients. The
IMCHB is special in acknowledging the individual’s singular
identity and the right to select health behaviors for their health
promotion. It also presents a nursing metaparadigm, furnishes a
theoretical framework for evaluating nursing intervention, provides professional/practical health promotion guidelines for
nurses, and has contributed to the expansion of knowledge in
nursing research. In addition, upon reviewing 11 studies, it was
found that the IMCHB has been used as a health promotion intervention strategy for various populations of women and has
led to useful results in nursing practice; therefore, it is a suitable
theory for experimental and clinical research.
The meanings of the sub-concepts of the three elements of
the IMCHB were not unified in each study and were unclear, so
internal consistency was somewhat insufficient in the studies included in this review. Cox’s IMCHB includes many concepts
and complicated relationships, and therefore lacks clarity and
parsimony.
The IMCHB was developed with the goal of devising the best
interventions possible by focusing on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clients and nurses [7]. Cox [16] claimed that the IMCHB
can guide explanatory and intervention studies for health behavior. This review confirmed that the IMCHB has been applied to
suggest directions for nursing interventions and has been helpful for improving health behavior, with positive effects on health
outcomes.
After developing the IMCHB, Cox [15] developed the health
self-determinism index to systematically measure various intrin128

sic motivations for health behavior. However, the health self-determinism index was not used in the reviewed literature; on the
contrary, in one study, intrinsic motivation was incorrectly measured in terms of extrinsic motivation. This indicates the need
for a clear analysis and understanding of the theory and its concepts before applying it to research. No studies measured all five
health outcomes or the utilization of healthcare services.
The development of the IMCHB started with the aim of developing a theory of health behavior that can be practically used
from the nursing perspective [7]. Accordingly, this review confirmed that IMCHB has clearly guided practice and research to
provide appropriate nursing for patients. Also, as a high-level
prescribing theory, the IMCHB can be helpful in nursing research and practice to develop further knowledge in the field of
nursing [29].
In summary, this review revealed that the IMCHB has significance, generality, testability, empirical adequacy, and pragmatic
adequacy for nursing practice and research. However, the lack of
clear conceptual definitions and the complex relationships
among concepts result in a lack of internal consistency and parsimony. As such, the IMCHB is a suitable theory for guiding
practice and research in women’s health promotion and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interventions. Future research can
build on this middle-range theory in women’s health research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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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경 여부에 따른 삶의 질 관련 요인: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2014-2017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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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quality of life and related factors according to
premature menopause using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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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premature
menopausal women with that of normal postmenopausal women and to identify factors related to
quality of life in these two groups.
Methods: A secondary analysis was conducted of a sample of 5,910 postmenopausal women drawn
from women aged 19–79 years, using raw data from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between 2014 and 2017. Quality of life was compared between premature menopausal women and
normal postmenopausal women using the t‐test and chi‐square test, and factors related to quality of
life were analyzed by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using SAS version 9.4.
Result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quality of life between premature menopausal women
and normal postmenopausal women.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symptoms of depression were
identified as factors related to quality of life in women with premature menopause, while engaging in
aerobic physical activity, subjective health status, stress, and symptoms of depression were found to be
related to quality of life among normal postmenopausal wome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support self‐care measures for both premature and normal menopausal women to adapt to changes caused by menopause, and multidimensional strategies should be
developed considering postmenopausal women’s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symptoms of depression to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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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Premature menopausal women have been reported to experience a variety pf physical symptoms, a loss of femininity due to the
loss of fertility, a sense of hopelessness, and a decline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 What this paper adds

Subjective health and symptoms of depression were identified as factors related to quality of life among premature menopausal
women.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between premature menopausal and normal postmenopausal women.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Nurses should support self-management for women to adapt to the changes caused by menopause, and multidimensional
strategies considering subjective health and depression are neede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menopausal women, especially those who experience premature menopause.

Introduction

[8] 질병을 관리할 자신감이 많이 떨어짐에 따라[9] 폐경기 증상 관

연구 필요성

과 심리적 영역에서 건강 관련 삶의 질이 감소하여 정상 여성보다

조기폐경은 40세 이전에 폐경이 되는 것으로[1] 무월경 여성 중

삶의 질이 저하될 위험이 2.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14], 신

10–28%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우리나라에서 40
세 이전에 폐경 장애로 진료를 받은 여성은 2014년 3,575명에서
2018년 약 6,300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3].

체적 건강[12], 건강 행태[14], 우울[9], 흡연[13] 등의 요인이 관련됨

조기폐경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차성 폐경과 항암치료, 방사

발생 요인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6,16], 조기폐경 여성과 정상

선요법, 수술적 난소절제술 등으로 인한 이차성 폐경으로 구분될

폐경 여성의 삶의 질의 비교와 관련 요인을 파악한 연구는 부족한

수 있으며, 유전, 조기 난소 부전, 자가면역, 대사, 감염, 원인불명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의 난소증후군, 시상하부 장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1]. 조기폐경

건강영양조사 자료(2014–2017년)를 활용하여 조기폐경 여부에 따

여성들은 월경의 중단과 함께 에스트로겐의 감소로 비뇨생식기의

른 삶의 질의 차이를 비교하고, 조기폐경 여성과 정상폐경 여성의

위축과 성기능 장애가 나타나며[4], 탈모, 안구 건조, 사지 저림, 저

삶의 질 관련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리에 신경을 덜 쓰는 경향이 있다[8]. 조기폐경 여성은 신체적 건강

을 보고하였다.
이제까지의 조기폐경 여성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조기폐경

혈압[5], 심혈관 질환, 관절통, 골밀도 저하 등의 신체 증상을 경험
하고[6,7], 가임 능력의 상실로 여성성이 박탈됨을 느끼면서 절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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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여 위축된다[8]. 조기폐경 여성은 폐경 후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여성의 조기폐경 여부에 따른 삶의 질

에 인지 및 정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나, 선행연구에서는 자연적

비교 및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으로 조기폐경이 된 경우가 수술과 항암치료 등으로 인해 인공폐경

같다.

이 된 경우보다 우울 정도가 높았다고 보고하였다[9].

1) 조기폐경 여부에 따른 일반적 특성을 비교한다.
2) 조기폐경 여부에 따른 건강행태와 건강상태를 비교한다.
3) 조기폐경 여부에 따른 삶의 질 차이를 비교한다.
4) 조기폐경 여부에 따른 삶의 질 관련 요인을 파악한다.

한편 폐경 후에는 체질량지수가 증가하여 복부 비만, 고혈압이
발생하고[10] 갑상선 저하증, 당뇨 등의 만성질환 발생 위험 또한
높다[1]. 따라서 폐경 후의 건강 행태는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주
요 원인이 된다[11]. 폐경의 연령이 낮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
았던 반면에[10]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여성이 신체 증상 정도를 더
적게 경험하였으며[12], 흡연 여성이 비흡연 여성보다 조기폐경 발
생이 많았다고 보고되었다[13]. 조기폐경 후 나타나는 신체적, 정
신적 증상들과 건강 행태는 삶의 질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14,15].
조기폐경 여성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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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Ethics statement: Obtaining informed consent was exempt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of Kongju National University (IRB-2019-11) because the data were from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https://knhanes.
cdc.go.kr/).

삶의 질
삶의 질은 EuroQoL Group이 개발한 EuroQol-5 Dimension (EQ-

5D)로 측정하였다. EQ-5D는 운동 능력, 자기 관리, 일상 활동, 통
증/불편감, 불안/우울 등 5개 항목으로, 각 항목에 대해 ‘지장이 없
다’, ‘다소 지장이 있다’, ‘심하게 지장이 있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삶의 질 지수(EQ-5D index score)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
한 질 가중치 연구[19]에서 도출된 보정식을 이용하여 완전한 건강
상태 1부터 가장 낮은 점수 –0.171까지의 가중지표 값으로 계산하
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좋음을 의미한다. ‘삶의 질 저하’

연구 설계

를 정의할 수 있는 절단점이 정해져 있지 않아 선행연구[20]에 근거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조기폐경 여부

하여 EQ-5D index score의 가장 낮은 5분위수를 삶의 질 저하의 절

에 따른 삶의 질 관련 요인을 비교 및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단점으로 임의로 정하여 관련 요인을 파악하였다.

상관성 조사연구 설계이다.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

연령, 결혼 여부, 직업, 소득, 교육 정도, 거주 지역 등 사회경제적

본 연구에서는 제6기 2차년도(2014–2015년)부터 제7기 2차년도

특성 6문항과, 폐경 원인, 폐경 후 기간 등 폐경 관련 특성 2문항을

(2016–2017년)까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이

파악하였다. 직업은 ‘사무직’, ‘현장직’, ‘무직(전업 주부 포함)’으

차 분석하였다. 총 응답자는 36,545명이었으며, 이 중 여성은

로, 소득은 가구 소득금액의 사분위수를 기준으로 ‘하’, ‘중하’, ‘중

20,148명이었다. 조기폐경 여성과 정상폐경 여성의 비교를 위해
19–79세의 여성을 선별하였고, 응답자 15,322명 중 ‘현재 월경(생

상’, ‘상’으로, 교육 정도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리, 달거리)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자연폐경’ 또는 ‘인공폐

시와 광역시는 ‘도시’로, 나머지 지역은 ‘비도시’로 분류하였다.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으로 분류하였고, 거주 지역은 특별

경’이라고 응답한 5,91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연구 도구

수집된 자료는 SAS 프로그램 version 9.4 (SAS Institute, Cary, NC,

USA)을 이용하였고, 복합표본설계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
폐경

강영양조사 원시자료 이용지침에 따라 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

본 연구에서 폐경 여부는 40세 이전에 폐경이 된 경우를 조기폐경,

다. 조기폐경군과 정상폐경군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 행태 특

40–58세에 폐경이 된 경우를 정상폐경으로 분류하였다[17,18].

성,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특성, 삶의 질의 차이는 실수와 백분율, 평
균, 표준편차로 파악하였다. 조기폐경군과 정상폐경군의 인구사회

신체건강, 정신건강 및 건강 행태

학적 특성, 건강 행태 특성,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특성, 삶의 질의

신체건강은 주관적 건강 상태와 의사에게 진단받은 고혈압과 당뇨

차이는 t-test와 Rao-Scott chi-square test로 분석하였으며 실수와

유무를 파악하였고, 주관적 건강 상태는 ‘좋음’(매우 좋음 또는 좋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파악하였다. 조기폐경군과 정상폐경군 각

음), ‘보통’, ‘나쁨’(나쁨 또는 매우 나쁨)으로 분류하였다.

각의 삶의 질 관련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공

정신건강은 스트레스 정도와 우울 증상을 파악하였다. 스트레스

변량으로, 건강 행태 특성,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특성을 독립변수

정도는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적게 느끼는 경우’와 ‘많이

로, ‘낮은 삶의 질 지수(lowest 5th quintile of EQ-5D index score)’

느끼는 경우’로 분류하였고, 우울 증상은 최근 1년 동안 2주 이상

를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속 ‘우울감이 없는 경우’와 ‘우울감이 있는 경우’로 분류하였다.
건강 행태는 흡연과 폭음 여부,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로 파악
하였다. 흡연은 현재 흡연의 경우로, 폭음은 한 달에 1번 이상 한

Results

번의 술자리에서 술잔 5잔 이상 마시는 경우로, 유산소 신체활동은

조기폐경 여부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차이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2시간 3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

대상자 중 40세 이전에 조기폐경이 된 여성은 총 322명(5.4%)이었

동을 1시간 15분 이상, 또는 중강도와 고강도 신체활동을 섞어서

고, 40–58세에서 폐경이 된 정상폐경 여성은 총 5,588명(94.6%)이

각 활동에 상당하는 시간을 실천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었다. 조사 시점 기준에서 조기폐경군 중 50세 미만은 20.7%였으
며, 정상폐경군에서는 4.4%였다(p < .001). 조기폐경군에서 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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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remature menopausal women and normal menopausal women (N=5,910)
Characteristic

Categories

Age (year)

< 50
50–59
60–69
≥ 70
Marriage
Yes
No
Occupation
Office worker
Manual occupation
Unemployed
Income (n = 5,888)§
Low
Middle-low
Middle-high
High
Education (n = 5,902)§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or higher
Region
City
Country
Cause of menopause
Natural menopause
Artificial menopause
Postmenopausal period (year) < 10
≥ 10

Total
(n = 5,910)
222 (5.3)
2,017 (41.0)
2,106 (31.1)
1,565 (22.6)
5,856 (99.1)
54 (0.9)
382 (7.0)
2,249 (38.4)
3,279 (54.6)
1,749 (26.7)
1,610 (26.2)
1,275 (23.2)
1,254 (23.9)
2,772 (42.1)
1,028 (18.0)
1,411 (27.1)
691 (12.8)
2,681 (47.6)
3,229 (52.4)
5,064 (84.9)
846 (15.1)
2,211 (44.2)
3,699 (55.8)

n (%)†
Premature menopause
(n= 322)
51 (20.7)
87 (33.3)
74 (18.0)
110 (28.0)
317 (98.2)
5 (1.8)
26 (10.2)
124 (37.5)
172 (52.3)
106 (29.2)
85 (23.3)
64 (24.2)
67 (23.3)
178 (46.1)
29 (10.3)
78 (28.4)
37 (15.2)
144 (46.0)
178 (54.0)
118 (34.7)
204 (65.3)
24 (8.6)
298 (91.4)

Normal menopause
(n= 5,588)
171 (4.4)
1,930 (41.5)
2,032 (31.9)
1,455 (22.2)
5,539 (99.2)
49 (0.8)
356 (6.8)
2,125 (38.5)
3,107 (54.7)
1,643 (26.6)
1,525 (26.3)
1,211 (23.2)
1,187 (23.9)
2,594 (41.9)
999 (18.5)
1,333 (27.0)
654 (12.6)
2,537 (47.7)
3,051 (52.3)
4,946 (87.9)
642 (12.1)
2,187 (46.3)
3,401 (53.7)

F‡ (p)
45.15 ( < .001)

2.68 (.102)
1.70 (.182)

0.53 (.660)

10.12 (.018)

0.25 (.616)
514.39 ( < .001)
141.73 ( < .001)

†

Weighting adjustment. ‡Calculated by the Rao-Scott χ2 test. §Excluding non-response.

교 졸업자는 46.1%였고 정상폐경군에서는 41.9%였다(p =.018). 조

(Table 2).

기폐경군의 65.3%가 인공폐경이 원인이었고, 정상폐경군의 87.9%
가 자연폐경이 원인이었다(p< .001). 조기폐경군에서 폐경 후 10년

조기폐경 여부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

이상 지난 경우는 91 . 4 %였고, 정상폐경군에서는 53 . 7 %였다

조기폐경군의 삶의 질은 0.89점, 정상폐경군은 0.91점으로 통계적

(p< .001) (Table 1).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부 영역인 운동 능력, 자기 관리, 일
상생활, 통증/불편, 불안/우울에서도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

조기폐경 여부에 따른 건강 행태,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 특성의
차이

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조기폐경 여부에 따른 대상자의 건강 행태 특성의 차이는 흡연을

조기폐경 여부에 따른 삶의 질 관련 요인

하는 경우가 조기폐경된 군에서 10.2%, 정상폐경군에서 3.6%로 유

조기폐경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결혼 상태, 직업, 수입, 교육,

의하 차이가 있었고(p < .001), 폭음,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통

지역, 폐경 원인, 폐경 후 기간 등 일반적 특성을 보정하여 조기폐경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군과 정상폐경군의 ‘삶의 질 저하’ 발생 관련 요인에 대해 연령, 결

대상자의 신체건강 특성의 차이는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나쁨’과

혼 상태, 직장, 월수입, 교육, 종교, 폐경 사유 및 폐경 후 기간을 통

‘매우 나쁨’이 조기폐경군에서 36.3%, 정상폐경군에서는 27.2%였

제한 상태에서 각각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조기

고(p = .011), 당뇨가 있음이 조기폐경군의 17.8%, 정상폐경군에서

폐경군 삶의 질의 로지스틱 회귀 모형은 유의하였으며(likelihood

는 13.0%였다(p = .025). 대상자의 정신건강 특성의 차이는 우울 증

ratio χ2 = 114.07, p < .001), Nagelkerke R2 =.31, max-rescaled
R2 =.47이었다. 영향 요인으로는 주관적 건강 상태(p =.013), 우울
증상(p =.002) 등 2개 요인이 확인되었다. 정상폐경군의 삶의 질 로

상이 있는 경우가 조기폐경군에서 12.8%, 정상폐경군에서는 8.3%
였고(p = .010), 스트레스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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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ealth-related behaviors, physical health, and psychological health in premature menopausal women and normal menopausal
women (N=5,910)
Variable

Total

n (%)†
Premature menopause

Normal menopause

No
Yes
No
Yes
Yes
No

5,652 (96.0)
193 (4.0)
5,362 (89.4)
548 (10.6)
2,282 (41.2)
3,589 (58.8)

294 (89.8)
24 (10.2)
290 (89.8)
32 (10.2)
105 (26.2)
213 (63.8)

5,358 (96.4)
169 (3.6)
5,072 (89.4)
516 (10.6)
2,177 (41.5)
3,376 (58.5)

21.72 ( < .001)

Very good or good
Moderate
Very bad or bad
No
Yes
No
Yes

1,144 (19.6)
3,055 (52.8)
1,709 (27.6)
3,152 (57.0)
2,754 (43.0)
5,072 (86.8)
837 (13.2)

49 (16.6)
148 (47.1)
125 (36.3)
165 (58.0)
157 (42.0)
258 (82.2)
64 (17.8)

1,095 (19.7)
2,907 (53.1)
1,584 (27.2)
2,987 (56.9)
2,597 (43.1)
4,814 (87.0)
773 (13.0)

4.50 (.011)

No
Yes
No
Yes

4,425 (75.0)
1,421 (25.0)
5,378 (91.4)
531 (8.6)

235 (72.8)
83 (27.2)
282 (87.2)
40 (12.8)

4,190 (75.1)
1,338 (24.9)
5,096 (91.7)
491 (8.3)

0.53 (.461)

Categories

Health-related behaviors
Smoking
Heavy episodic drinking
Aerobic physical activity prevalence
Physical health
Subjective health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Psychological health
Stress
Depression symptom

F‡ (p)

0.05 (.823)
2.59 (.107)

0.11 (.742)
5.04 (.025)

6.56 (.010)

†

Analyzed excluding non-response: weighting adjustment.
Calculated by the Rao-Scott χ2 test.

‡

Table 3. Quality of life in premature menopausal women and normal menopausal women (N=5,910)
Variable

Mean± SD
Premature menopause
1.35± 0.07
1.13± 0.06
1.22± 0.06
1.45± 0.07
1.25± 0.07
0.89± 0.01

Total
1.26 ± 0.01
1.07 ± 0.01
1.15 ± 0.01
1.39 ± 0.01
1.17 ± 0.01
0.91 ± 0.01

Mobility
Self-care
Usual activities
Pain/discomfort
Anxiety/depression
Quality of life

지스틱 회귀 모형은 유의하였으며(likelihood ratio χ2 = 1,268.90,
2

2

p< .001), Nagelkerke R =.22, max-rescalled R =.34였다. 영향 요
인으로는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 p =. 001 ), 주관적 건강 상태
(p< .001), 스트레스(p< .001), 우울 증상(p< .001) 등 4개 요인이 확
인되었다(Table 4). 즉, 조기폐경군에서는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나
쁨’인 경우가 ‘좋음’인 경우에 비해 삶의 질이 저하될 위험이 5.49배
높았으며, 우울 증상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삶의 질이 저

Normal menopause
1.26± 0.01
1.06± 0.01
1.14± 0.01
1.39± 0.01
1.17± 0.01
0.91± 0.01

t

p

1.43
1.10
1.33
0.36
1.24
–1.57

.153
.272
.185
.361
.216
.118

이 1.35배 높았고, 주관적 건강 상태가 ‘보통’인 경우와 ‘나쁨’인 경
우가 ‘좋음’인 경우에 비해 각각 2.28배, 9.42배 높았다.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와 우울 증상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삶
의 질이 저하될 위험이 각각 1.62배, 1.67배 높았다(Table 4).

Discussion

하될 위험이 4.25배 높았다. 정상폐경군에서는 유산소 신체활동을

본 연구는 2014년에서 2017년까지 4년간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실천하는 경우에 비해 삶의 질이 저하될 위험

를 활용하여 조기폐경 여성과 정상폐경 여성의 삶의 질 관련 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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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actors related to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premature menopausal women and normal menopausal women
(N=5,910)
Variable
Health-related behaviors
Smoking
Heavy episodic drinking
Aerobic physical activity prevalence
Physical health
Subjective health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Psychological health
Stress
Depression symptom

Premature menopause
OR (95%CI)
p

Categories
No
Yes
No
Yes
Yes
No

1
0.56 (0.20–1.61)
1
2.99 (0.84–10.71)
1
1.19 (0.53–2.68)

Very good or good
Moderate
Very bad or bad
No
Yes
No
Yes

1
1.71 (0.43–6.75)
5.49 (1.49–20.28)
1
1.53 (0.62–3.75)
1
0.69 (0.25–1.88)

No
Yes
No
Yes

1
2.21 (0.97–5.03)
1
4.25 (1.72–10.48)
114.07

Likelihood ratio χ2
p
Nagelkerke R2
Max-rescaled R2

< .001
.31
.47

.167
.430
.734

.496
.013
.401
.502

.068
.002

Normal menopause
OR (95%CI)
p
1
1.40 (0.86–2.25)
1
0.95 (0.71–1.29)
1
1.35 (1.12–1,63)
1
2.28 (1.70–3.05)
9.42 (6.96–12.74)
1
1.05 (0.87–1.27)
1
0.86 (0.68–1.10)
1
1.62 (1.35–1.94)
1
1.67 (1.27–2.20)
1,268.90

.177
.759
.001

< .001
< .001
.599
.226

< .001
< .001

< .001
.22
.34

CI: confidence interval; OR: odds ratio.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40세 이전에 조기폐경군은 5.4%였는데,

상폐경군의 87 . 9 %가 자연폐경이 원인이었다. 이는 Franić -

이는 2007–2008년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

Ivanišević 등[2]의 연구에서 조기폐경 여성 중 10–28%가 일차성 폐
경(자연폐경), 4–18%가 이차성 폐경(인공폐경)으로 보고한 결과보

2007년 40세 이전의 조기폐경 여성이 9.4%인 결과[16]보다는 낮았
다. 조기폐경군(46.1%)에서 정상폐경군(41.9%)보다 초등학교 졸업
자 비율이 다소 높았는데, 이는 Choi 등[17]의 연구와 Ortega-Ceballos 등[21]의 연구에서 조기폐경 여성의 교육수준이 정상폐경 여

다 더 높은 비율이다. 질환의 치료로 유발되는 인공적인 조기폐경은
심혈관 질환, 신경 장애, 심리적 장애와 골다공증의 위험을 증가시
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23]. Allshouse 등[5]의 연구에서는 조기폐경

성보다 낮았다고 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교육수준과 조기폐경의 관

여성의 26%가 조기폐경 진단 전에 우울 증상을 5년 이상 경험하였

련성을 설명하기는 무리가 있으나, 교육수준이 낮은 폐경 여성은 폐

으며, 정상폐경에 비해 조기폐경 여성은 정서 변화, 탈모, 단순 관절

경기에 대해 더 스트레스가 많으며[17], 폐경 여성의 낮은 교육수준

음(joint clicking) 등의 증상이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음을 보고

은 활동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쳐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하였다. 또한 조기폐경군에서 자연폐경인 경우가 34.7%나 되는 점

수 있기 때문에[22], 조기폐경 여성에게 폐경 후 일상생활과 신체활

을 고려할 때, 자연폐경으로 조기폐경된 여성에 대한 신체적, 정서

동 교육을 제공할 때는 눈높이 교육을 제공하면 이해 부족에서 오는

적 사정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걱정과 불이행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Cha [16]

본 연구의 조기폐경군에서 폐경 후 10년 이상 지난 경우는 91.4%

의 연구에서 조기폐경군 중 일차성 조기폐경군이 86.7% (287

였고 정상폐경군에서는 53.7%였다. Allshouse 등[5]의 연구에서 조

명/331명)인데 반해 본 연구는 조기폐경군 중 자연폐경이 34.7%로

기폐경 여성은 정상폐경 여성에 비해 폐경 후 긴 시간이 지나도 폐

추후 조기폐경의 원인에 대해 반복 연구할 필요가 있다.

경 증상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보고하여, 정기적 관리의 필요성을 추

본 연구에서 조기폐경군의 65.3%가 인공폐경이 원인이었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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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있다. 조기폐경은 갱년기 증후군을 경험하게 하고,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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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관점에서는 성적 기능의 감소와 더불어 퇴행성 질환, 심혈관 질

의 질을 경험한 결과[15]와는 달랐다. Benetti-Pinto 등[14]의 연구에

환 등으로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고통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며[4],

서 조기폐경 여성과 정상 여성 사이에 전체적인 삶의 질의 차이는

조기폐경 후 폐경 기간이 길어지면 건강 문제 발생 위험이 증가할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다른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수 있기 때문에[23], 조기폐경 진단 후에 정기적으로 진료 및 검사를

EQ-5D 삶의 질 도구와 Benetti-Pinto 등[14]이 사용한 World
Health Organization 삶의 질 도구에 따른 차이를 배제할 수 없으므

받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흡연은 조기폐경군에서 10.2%, 정상폐경군에서

로 추후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조기폐경 여성은 폐경 후 여성성의

3.6%로 차이가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도 정상폐경군에 비해 조기폐
경군에서 현재와 과거 흡연의 비율이 높았고[16], 흡연을 하는 경우
정상폐경군에 비해 조기폐경군의 스트레스가 높았으며[17], 흡연은
조기폐경과 밀접하게 관련됨을 보고하였다[13]. 이런 근거로 조기

상실과 불임 사실에 힘들어하고[8] 이행기에 신체 기능의 저하로 건

폐경군 여성에게 간호를 제공할 때는 흡연력 및 현재 흡연 여부를

개념은 폐경기 이행부터 폐경 후기까지 자연폐경, 조기폐경 여성을

확인하고 금연 교육과 스트레스 관리를 동시에 진행하는 개별적인

포함한 모든 여성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

접근이 요구된다.

능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 정도와 관련된다[27]. 그러므로 조기폐경

강 관련 삶의 질이 저하되지만[15], 본 연구의 대상자 대부분이 폐경
된 지 10년 이상 지났으므로 시간이 경과되면서 폐경의 충격이 삶
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둔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건강한 폐경기의

본 연구에서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나쁨’과 ‘매우 나쁨’이 조기폐경

여성에게도 폐경으로 인한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자기 관리

군에서 36.3%, 정상폐경군에서는 27.2%였다. 이는 Cha [16]의 연구

방법을 지원해야 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요인을 고려한 다

에서 조기폐경군의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나쁨’과 ‘매우 나쁨’이 조기

차원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폐경군에서 39.6%, 정상폐경군에서 12.4%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

본 연구에서 조기폐경군에서 삶의 질 관련 요인으로는 주관적 건

였다. 인지된 나쁜 주관적 건강 상태는 폐경 증상 뿐 아니라 사회적

강 상태와 우울 증상이 확인되었다. Benetti-Pinto 등[14]의 연구에

환경[24], 정서 상태와 대인관계를 낮추는 요인으로 질병의 발생과

서도 조기폐경 여성의 신체적 건강과 삶의 기쁨과 의미, 부정적인

밀접한 관련이 있어[25], 주관적 건강 상태 인식을 건강 위험의 신호

느낌의 심리적 영역을 삶의 질 영향 요인으로 보고하여 본 결과를

로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당뇨가

뒷받침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조기폐경군에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조기폐경군의 17.8%, 정상폐경군에서는 13.0%였는데, 네덜란드의

나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16], 조기폐경 여성은 폐경 상

조기폐경 여성이 정상폐경 여성보다 제2형 당뇨병의 발생위험이 4

황에 따른 우울과 대인 관계의 위축으로 일상생활 활동이 저하되고

배 높다는 보고가[26]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당뇨가 폐경 전

[9], 신체적 기능과 건강 관련 삶의 질이 낮았다고[15] 보고하여 본

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조기폐경 후 추적 검진과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조기폐경과 건강 상태의 문제는 폐경으

건강 증진을 위한 일상생활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로 인한 에스트로겐 수준의 저하와 관련이 있을 수 있고[28], 대상자

조기폐경 여성은 질병 관리에 대한 신념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므

의 낮은 건강 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은 객관적인 건강 상태, 즉

로[9], 간호 사정시 갱년기 증상과 동반되는 만성질환 유무와 관리

질병과 정신적 불건강으로 이어질 수 있다[24]. 따라서 조기폐경 여

방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성의 현재 신체 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신체 상태, 우울 정도를

본 연구에서 우울 증상이 있는 경우가 조기폐경군에서 12.8%, 정
상폐경군에서는 8.3%였고, 스트레스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이는

조기에 사정하고 필요한 경우 심리사회적인 중재를 제공하는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조기폐경 여성의 우울 정도가 폐경 전 여성보다 높았고[9], Choi 등

한편 본 연구에서 정상폐경군의 삶의 질 관련 요인으로는 유산소

[17]의 연구에서는 조기폐경 여부에 따른 우울 증상의 차이는 없었

신체활동 실천, 주관적 건강 상태, 스트레스, 우울 증상이 확인되었

지만 조기폐경군이 정상폐경군에 비해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것

다. 선행연구에서 정상폐경 여성의 신체활동 유무[22], 우울과 스트

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달랐다. 조기폐경 여성은 이른 나이에

레스 정도[29]가 삶의 질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

조기폐경이라는 사실을 감당하기 어려워 모든 일에 의욕을 가지지

과를 뒷받침하였다. 신체적 활동은 자기 관리, 불안과 우울의 삶의

못하고 우울한 감정을 호소하며, 감정 조절이 안되어 자살 충동을

질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으므로[22], 정상폐경 여성이 꾸준히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8]. 특히 난소 부전으로 인해 조기폐경된 여

주 3회의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유지하도록 교육하여 신체적 건

성의 우울이 폐경 전 여성에 비해 높았다[9]. 이는 여성성을 조기에

강 상태를 개선하고 스트레스, 우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

상실한 것에 대한 좌절감이 우울한 기분을 높인 것으로 생각되며,

상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조기폐경 여성의 정서 변화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일상생활
활동을 조절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조기폐경군과 정상폐경군의 삶의 질 관련 요인의 차이
를 조사하였으며, 주관적 인식과 우울 증상은 두 군 모두에서 삶의

본 연구에서 조기폐경군과 정상폐경군 간에 삶의 질의 차이는 없

질 관련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영향력은 조기폐경군에서 더 높았다.

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조기폐경군이 정상여성군에 비해 낮은 삶

이러한 결과는 정상폐경군보다는 조기폐경군의 우울 증상이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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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조기폐경 여성에게
는 폐경 후 동반 질환 조절을 포함한 추후 건강 관리를 통해 주관적
인 건강 상태 인식을 향상시키고 우울 증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정상폐경군에서는
이 두 요인 외에도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 스트레스가 영향요인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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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정상폐경군에서는 유산소 운동 실천 권장, 일상적인 스
트레스 관리 등의 자기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 등이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삶의 질 향상 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때는 연령과 교육수준, 폐경 후 기간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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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내용을 구성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며, 삶의 질 향상에 대
한 추이를 관리하는 체계의 마련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므로 건강 형태
특성,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특성에 따른 조기폐경군과 정상폐경군
의 삶의 질 정도와 관련 요인을 파악하는 데 제한적이다. 또한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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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경 여부에 따른 삶의 질을 운동 능력, 자기 관리, 일상생활, 통증/
불편, 불안/우울에 국한하여 분석하였으므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제
한적이다. 폐경 후 약 10년을 골다공증과 심혈관질환 위험도가 증
가하는 시기로 보고하여[30], 본 연구에서는 70세 이상군이 156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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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폐경여성의 폐경 후 삶의 질 관련요인에 대해 확대 해석하기에
는 제한적이다. 추후 조기폐경군과 정상폐경군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를 파악하고, 인공폐경에 따른 조기폐경 여성의 정
서 상태와 삶의 질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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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 결과에서 우리나라 여성의 조기폐경 여부에 따른 삶
의 질은 차이가 없었으나 삶의 질 관련 요인들은 차이가 있었다. 즉,
주관적 건강 상태와 우울 증상은 조기폐경 여성과 정상폐경 여성 모
두에서 삶의 질 관련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정상폐경 여성에서는 유
산소 신체활동 실천 여부와 스트레스도 삶의 질과 관련이 있음을 확
인하였다. 정상폐경 여성뿐 아니라 조기폐경 여성에게도 폐경으로
인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기 관리 방법을 지원해야 하며, 폐
경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관적인 건강 상태와 우울 증상을
고려한 다차원적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조기폐경 및 정상폐경 여성의 폐경 후 기
간에 따른 삶의 질 변화 양상과 영향요인을 비교하는 연구를 제언한
다. 그리고, 조기폐경 여부를 고려하여 폐경 후 건강 관리 방법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 상태에 대해 상담
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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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여성의 간호 요구 측정 도구 개발 및 타당도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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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sing needs assessment scale for women with infertility:
development and validation
Jummi Park1, Nayeon Shin2, Kyungmi Lee3
1

Department of Nursing, Namseoul University, Cheonan, Korea
Department of Nursing, CHA University Bundang CHA Medical Center, Seongnam, Korea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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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High-quality nursing care must be provided for women with infertility, and their nursing
needs must be identified. Although scales have been developed to assess infertility-related stress,
quality of life, and psychosocial status, there is a lack of scales that assess the nursing needs of women
with inferti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needs assessment scale for nursing care in
women with infertility and to verify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Methods: The 250 subjects in this study were women with infertility recruited from four hospitals.
The scale was developed following the framework of DeVellis, through a literature review, in-depth
interviews, development of preliminary items, verification of content validity, development of secondary items, verification of construct validity, and extraction of the final items. Date were analyzed
using item analysis, factor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Cronbach’s alpha. Reliability was tested using Cronbach’s alpha, and validity was evaluated using
item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criterion validity.
Results: The final version of the nursing needs assessment scale for woman with infertility consisted of 18 items. Four factors (physical and psychological nursing needs, needs for information regarding treatment, needs for infertility-related understanding and concern, and supportive needs)
explained 66.0% of the total variance. Cronbach’s alpha was .92 for the overall instrument and
ranged from .88 to .91 for the subscales.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is needs assessment scale for nursing care in women with
infertility demonstrated acceptable validity and reliability and contained items suitable for assessing
the level of nursing care needed by women with infer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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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Women with infertility have multiple needs. Although scales have been developed to assess infertility-related stress, quality of
life, and psychosocial status, there is a lack of scales that assess the nursing care needs of women with infertility.
• What this paper adds

A nursing needs assessment scale for women with infertility was developed, with 18 items distributed among four factors:
physical and psychological nursing needs, needs for information on treatment, needs for infertility-related understanding and
concern, and supportive needs.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Nursing quality will be enhanced by improving the ability of nurses who provide infertility-related health services to identify
patients’ nursing needs.

Introduction

교육 및 지지 체계에 대한 요구의 정확한 측정이다.

연구 필요성

대한 연구는 주로 질적 연구나 혼종 방법을 사용한 면담이었다

2018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0.98명으로,
2005년의 1.08명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1명 이하로 감소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하위의 저출산 국가에
속한다[1]. 선진국의 난임률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영국 8.6%,
독일 8.0%, 미국 6.7%에 비해 우리나라의 난임률은 13.2%로 1.5배
이상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2].

[13,14]. 선행 연구에서는 난임 여성의 요구를 대상자가 가지고 있

난임 여성의 요구에 관한 문헌 고찰 결과, 난임 여성 간호 요구에

는 문제로 보았으며, 난임 여성의 포괄적 요구를 사정하기보다는
정보 요구, 지지 요구, 정서적 요구 등 특정 영역의 요구를 단편적
으로 파악하려 하였다[15]. 또한 간호 요구란 개인이 살고 있는 사
회의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9], 난임 여성 요구 측정 도구에 난임 환자가 생활하고 있는 사회
의 문화적 요소가 반영되었는지가 불분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난임 진단과 더불어 배란 유도, 배아 이식 등의 난임 시술 과정과

기존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대상자의 요구에 근거한 맞춤형 간호 중

같은 치료 관련 검사 및 처치는 난임 여성의 신체적 고통 및 정서적

재와 간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난임 여성의 간호 요구를 측정할

부담을 가중시킨다[3]. 또한 임신이 난임 치료의 최종 목표이므로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4] 성 만족도 감소 및 관계의 결여, 결혼 만족도의 감소 등을 초래
하기도 한다. 이에, 다양한 난임 시술 관련 정보[5] 및 의료적 지원

연구 목적

[6]과 같은 난임 관련 상담 및 간호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난임 여성의 간호 요구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난임 여성의 심리적 특성 평가에 사용되는 측정 도구로는 난임

개발하고, 개발된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평가 도구[7], 삶의 질 평가 도구[8] 등이 있으나 난임 여
성들의 간호 요구를 사정하기 위한 도구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
태이다. 간호 요구란 개인의 실제적인 건강 상태와 최적의 건강 수
준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 최적의 상태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된 것이라 할 수 있다[9]. 난임 여성은 자신이 목표
로 생각하는 건강 상태를 성취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치료에 대한
정보적 요구, 증상 관리 요구, 심리 사회적 요구, 지지적 요구 및 영

Methods
Ethics statement: This study was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Namseoul University (NO. NSUIRB-20
1901-004).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from the participants.

적 요구 등을 가지고 있다[10,11]. 특히 난임은 치료 과정에서 배아
의 양상에 따라서 향후 치료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므로 진단 초기
와 시술 중에 대상자들의 간호 요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12,13]. 따

연구 설계

라서 대상자들의 특성을 반영한 요구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난

본 연구는 DeVellis [16]가 제시한 도구 개발 절차에 근거하여 난임

임 간호 시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 중재 프

여성의 간호 요구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로그램에 선행해야 할 것은 난임 여성이 필요로 하는 간호, 정보,

검증하는 방법론적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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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Step

Concept
definition

2nd
Step

Instrument
development

3rd
Step

Instrument
validity

●

Literature review (n=36) and in-depth interview (n=4)

Initial item development: 62 item
Content validity (n=7): 55 items
● Pliot study: Pretesting the instrument (n=10)
●
●

Items analysis (n=250): 55 items
Construct validity (n=250): Exploratory factory analysis: 18 items
● Criterion validity (n=250): Infertility policy needs of infertile women scale
● Reliability (n=250): Internal consistency
●
●

Figure. 1. Flow of instrument development.

연구 절차

된 문헌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108편의 문헌이 검색되었고, 중복

본 연구는 예비문항 작성을 위한 심층 면담과 예비조사, 본 조사의

문헌 32편을 제외한 76편을 선별하였다. 이후 초록 검토를 통하여

3단계로 이루어졌다(Figure 1).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난

관련성이 적은 40편을 제외한 36편을 분석하였다(Supplement 1).

임 진단 후 난임 전문 병원에 내원하여 임신을 위하여 난임 치료를

문헌 분석을 통하여 난임 여성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간호 요구

받고 있는 만 20-50세 사이의 기혼 난임 여성으로 질문지의 내용

의 속성을 확인하였으며, ‘신체적 간호 요구’, ‘심리적 간호 요구’,

을 이해하고 답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 등에 대해 설명

‘난임 치료와 관련된 정보 요구’를 도출하였다.

을 듣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자이다. 정신적 질환

또한 난임 여성 간호 요구에 대한 문항을 도출하기 위해 난임 전

을 진단받은 대상자는 자가 보고 응답으로 해당 사항을 확인한 후

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난임 여성 4명을 대상으로 1:1 심층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이 이뤄진 4개 난임

면담을 시행하였다. 면담은 난임 전문 병원의 병원장, 진료부장 및

전문 병원은 독립적인 IRB가 없어서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IRB의

간호부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원내 조사 승인을

심의 승인을 받고 4개 기관의 원내 조사 승인 하에 진행하였다. 원

받고 연구자가 직접 시행하였다. 환자 대기실에 부착한 공고문을

내 공고문을 게시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통해 대상자가 면담에 대한 의사를 표시한 경우, 다음 진료 전 시간

연구자 3인이 외래 방문한 대상자에게 설명문을 제공하고 서면으

약속을 하여 면담을 시행하였으며, 면담은 상담실에서 이루어졌

로 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응답이 완료된 설문

다. 면담은 대상자별로 1, 2회 시행하였으며 평균 1시간 정도의 면

지는 밀봉 봉투에 넣어서 연구자들이 전달을 받았다. 설문조사가

담 시간이 소요되었다. 먼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면담

끝난 후 본 연구에의 참여와 시간 할애에 대한 사례로 대상자들에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이는 ‘난임 상담 실태 조사 및 상담 서비스

게 1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마련 연구’ 보고서[10]를 토대로 작성하였으
며, ‘신체적·심리적 간호 요구’, ‘난임 치료 정보 요구’, ‘난임 질환

도구 개발 과정

에 대한 교육 요구’, ‘지지적 요구’, ‘경제적 요구’를 중심으로 난임
여성의 간호 요구 영역을 사정하는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난임 여

1차 예비문항 작성

성에게 ‘난임 치료 시 어떤 부분이 제일 필요하고, 궁금하다고 생각

난임 여성의 간호 요구를 연구한 국내·외 문헌과 연구 논문을 고찰

하셨습니까?’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심층 면담을 시행하였다. 심층

하였다. 데이터베이스는 Pubmed, Cumulative index to Nursing &

질문 구성 시 ‘난임 치료의 방법과 부작용에 관한 교육이 본인에게

Allied Health Literature (CINAHL), Google Scholar, Dbpia,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등을 이용하였고 검색어는 ‘Needs
assessment for infertility woman’, ‘needs scale for infertility women’, ‘난임 여성 간호 요구’로 하여 1990년도부터 2019년까지 검색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난임 치료 시 나타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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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에 관한 교육이 본인에게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난임 치료를 받으면서 지지 체계가 본인에게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등과 같은 질문들을 활용하여 난임 여성에게 필요
한 간호 요구의 구성 요인을 개념화하였다. 이렇게 문헌 고찰과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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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면담을 통해 도출된 자료에 기초하여 예비문항을 작성하였으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난임 관련 특성 8

며, 각 구성 요인별로 도출된 내용과 주제의 수에 비례하여 최소

문항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55개의 예비문항을 포함하여 총 63개

10개에서 최대 20개까지 추출하여 총 74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다음 단계로 간호대학 교수 1인과 실무 경력 20년 이상의 간호사 2

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기간은 2019년 2월 1일부터 10월

류하는 작업을 통하여 5개 영역, 62개 문항으로 구성된 예비문항을

31일까지로, 연구 대상자는 서울시에 있는 4개의 난임 치료 의료기
관에 내원한 난임 여성 270명을 임의 표집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중 25명의 설문지에서 일부 문항에 대한 응답 누락으로 250부

개발하였다. 이후 난임 여성에게 필요한 난임 간호 요구도의 구성

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한 탐색

요인을 개념화하였다. 난임 간호 요구의 구성 요인은 ‘신체적·심리

적 요인 분석 수행 시 문항수의 최소 5배에서 최대 10배의 대상자

적 간호 요구’, ‘난임 치료 정보 요구’, ‘난임 질환에 대한 교육 요

가 필요하다[18]는 기준에 근거하였다.

인과 함께 중복된 문항을 제거하고 유사한 내용은 하나로 묶어 분

구’, ‘지지적 요구’, ‘경제적 요구’의 5가지 영역이었다.

자료 분석
측정 범주 결정

개발된 측정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위해 IBM SPSS Sta-

본 도구는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필요하지 않다’ 1점부터 ‘매우

tistics for Windows, ver. 23.0 (IBM Corp., Armonk, NY, USA)을

필요하다’ 4점까지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와 빈도 분
석을 사용하였고, 탐색적 요인 분석은 각 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

내용 타당도 검증

를 확인하고 문항 간 상관관계(inter-item correlation)와 수정된 문

전문가 집단 내용 타당도 검증을 위한 전문가의 수는 3-10명이 적

항-총점 간 상관관계(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를 확인한 후

합하다는 Lynn [17]의 연구에 근거하여 내용 타당도 검증을 위한

수행하였다. 각 문항과 전체 문항 간의 상관계수가 .30 이상인 문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였다. 난임 여성을 돌보는 경력 20년 이상의

항만을 선정하여 구성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선정 문항에 대한 탐

간호사 5명, 간호 대학 교수 2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예비문항 62개

색적 요인 분석 적합 여부는 Kaiser-Meyer-Olkim (KMO) 측도 값

문항에 대해 각 문항의 내용 타당도 계수(Item-Content Validity

과 Bartlett 구형성 검증을 통해 판단하였다. 구성 타당도 검정을 위

Index, I-CVI)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I-CVI는 ‘적절하지 않음’ 1
점, ‘관련성 적어 많은 수정이 필요함’ 2점, ‘관련성 있으나 약간의
수정이 필요함’ 3점, ‘매우 적절함’ 4점으로, 3점 또는 4점을 선택

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하였다. 추정 방법으로는 측정변수들이 다

한 전문가의 수를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의 총 수로 나누어 계산하

문항 도출 시 간호 요구 영역을 5개로 구성하여 문항을 구성하였으

였다. I-CVI .80 이상을 선정 기준으로 하였으며, 의미가 중복되거

므로 요인 수를 5개로 지정하여 산출하였다. 문항의 수렴 타당도와

나 모호한 문항, 문항의 표현이 부적절한 7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

변별 타당도 검정은 다특성-다방법 행렬을, 신뢰도는 Cronbach’s

항이 I-CVI .80 이상이었다.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7개

α 값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변량 정규분포를 이루었으므로 최대우도법을 적용하였다. 회전 방
법은 직각회전 방식인 베리맥스(varimax) 방법을 사용하였다. 초기

의 문항을 삭제한 후 55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2차 예비문항 구성

Results

예비조사 전, 선별된 문항에 대한 어휘의 정확성과 표현의 적절성

일반적 특성

을 판정하기 위해 국문학 전공자 1인의 자문을 통해 문법 및 어휘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36.4(±4.8)세로 최소 27세, 최대 46세

의 적절성, 단어의 띄어쓰기 등을 검토하였다. 예비조사는 난임 전

였다. 세부적으로는 31세 이상 40세 이하의 연령군이 62.8%로 높

문 병원에 내원한 난임 여성 10명을 대상으로 예비문항에 대한 이

았고, 학력은 대졸 및 이상이 대다수(96.0%)를 차지하는 고학력군

해 정도를 평가하였고, 설문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설문

이었다. 직업은 공무원, 전문직 등 출퇴근 직업이 있는 경우가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최소 5분에서 최대 15분이었고, 평균 8분이

81.6%였으며 대상자의 66.4%가 종교가 있었다. 임신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74.8%이었으며, 62.0%는 유산 경험이 없었다. 난임 원인
은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54.8%로 나타났다. 현재 치료 단계는 인
공 수정(35.2%)이 가장 많았다(Table 1).

었다. 설문 문항에 대하여 전반적인 이해 정도는 5점 척도로 확인
하였으며, ‘매우 이해하기 쉽다’, ‘이해하기 쉽다’, ‘보통이다’, ‘이
해하기 어렵다’,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 중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
답한 사람은 없었다.

구성 타당도: 문항 분석
평가 단계

수집된 자료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각 문항의 왜도 및 첨도를

내용 타당도와 예비조사를 통해 선별 후 수정된 문항으로 설문지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자료의 왜도값이 -1.31-0.71, 첨도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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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50)

요인, 22문항이 도출되었다. 이 중 1개 요인에 묶인 4개의 문항(‘난

Variable
Age (year)

임과 한방’, ‘경제적 도움처 정보 제공’, ‘지방 거주자를 위한 편의

Educational level

Occupation
Religion
Experience of pregnancy
Experience of
miscarriage/abortion
Cause of infertility

Type of infertility
treatment

Categories
21–30
31–40
41 or older
High school
Undergraduate
Graduate
Housewife
Full-time job
Yes
No
Yes
No
Yes
No
Female factor
Male factor
Both female and male factors
Unknown
Ovulation induction
Artificial insemination
First in-vitro fertilization
Repeated in-vitro fertilization

n (%)
57 (22.8)
157 (62.8)
36 (14.4)
10 (4.0)
198 (79.2)
42 (16.8)
46 (18.4)
204 (81.6)
166 (66.4)
84 (33.6)
187 (74.8)
63 (25.2)
95 (38.0)
155 (62.0)
42 (16.8)
39 (15.6)
32 (12.8)
137 (54.8)
51 (20.4)
88 (35.2)
54 (21.6)
57 (22.8)

안내’, ‘대체요법의 종류’)이 하나의 요인으로 명명하기 어려웠고 여
러 요인의 문항이 혼재되어 삭제하였다. 이에 최종 4개 요인, 18문
항이 도출되었다. 요인 1은 고유값이 4.60이었고, 설명력은 24.2%
였으며, 포함된 6문항들의 요인 적재값은 .63 이상이었다. 요인 2는
고유값이 3.20이었고 설명력은 16.8%였으며, 포함된 5문항들의 요
인 부하량은 .63 이상이었다. 요인 3은 고유값 2.43, 설명력 12.7%
이고, 4문항 요인 적재값은 .67 이상이었다. 요인 4는 고유값 2.33,
설명력 12.3%이고, 3문항 요인 적재값은 .73 이상이었다. 최종 4개
요인들의 누적 설명력은 66.0%로 나타났다(Table 2).
요인명은 개념화한 범주와 요인에서 가장 크게 적재된 문항을
참고로 명명하였다. 요인 1은 난임 치료와 관련된 신체적 증상, 건
강 관리에 대한 간호 요구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
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간호 요구를 포함하고 있어 ‘신체적·심리적
간호 요구’로 명명하였다. 총 6개의 문항으로 예비도구의 요인명과
일치하였으며 24.2%를 설명하고 있었다. 요인 2는 난임 검사 및 시
술, 약물 투여 정보에 대한 간호 요구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난임 치
료에 대한 시술, 치료 과정에 대한 정보 습득에 대한 간호 요구를
포함하고 있어 ‘난임 치료 정보 요구’로 명명하였다. 총 5개 항목으
로 예비도구의 요인명과 일치하였으며 16.8%의 설명 변량을 나타
내고 있었다. 요인 3은 난임 질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관심사
항에 대한 요구를 포함하고 있어 ‘난임 질환의 이해와 관심 사항에

-.88-2.03으로, 왜도의 절대값이 2, 첨도의 절대값이 10을 넘지 않

대한 요구’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총 4개의 항목으로 설명 변량

아 자료의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19].

은 12.7%였다. ‘난임 질환에 대한 교육 요구’의 예비도구의 요인명

다음으로, 문항의 기여도를 살펴보기 위해 문항 간 상관관계와

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요인 4는 가족, 의료인, 친구 및 직장 동료

수정된 문항-총점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55개 각 문항과 전체

의 지지체계에 대한 요구를 포함하고 있어 ‘지지적 요구’로 명명하

문항 간 상관계수는 .33-.77의 분포를 보여 모든 문항의 상관계수

였다. 요인 4는 총 3개의 항목으로 예비도구의 요인명과 일치하였

가 .30 이상임을 확인하였고, 각 요인별 문항과 요인 간 상관계수

으며 설명 변량은 12.3%였다.

도 .30 이상으로[19], 문항의 변별력을 보였다.

수렴, 변별 타당도
구성 타당도: 탐색적 요인 분석

다특성-다방법 행렬 결과 18개 문항과 이에 속한 요인과의 상관계

55개 문항이 요인 분석을 하기에 적합한지 파악하기 위해 KMO의
표본적합성 값을 확인하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KMO 값은 . 93 , Bartlett 의 구형성 검정 결과 χ 2 = 11 , 121 . 93
(df = 1,485, p < .001)로 요인 분석을 하기에 적합하였다[20].
예비문항 작성 시 요인을 5개로 설정하여 문항을 개발하였으므
로, 요인의 수를 5개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문항 추출은 공통성
0.4 이상, 요인 부하량(factor loading) .40 이상, 요인 간 요인부하량
이 .20보다 큰 차이를 기준으로 하였으며[21], 기준이 되는 결과 값
은 회전된 요인 행렬로 하였다. 1차 요인 분석에서 26개 문항, 2차
요인 분석에서 7개의 문항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삭제를 고려하

수가 .75-.94의 값으로 모두 .40 이상으로 측정되어 문항 수렴 타

였고, 해당 문항은 통계값 뿐만 아니라 뚜렷한 특성을 가지지 못한

로 분석하였다. Pearson 상관계수는 .63 (p < .001)으로 의미 있는

문항이라는 연구자 판단 하에 삭제하였다. 3차 요인 분석에서 5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4개의 하위 요인과 불임 여성의 불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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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각 문항이 자신이 속하지 않은 다른 하위
요인과의 상관계수는 .11-.61의 값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측정
되어 모든 문항이 각 문항이 속한 요인과의 상관계수보다 작은 값
을 가지므로 변별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준거 타당도
본 연구에서 도구의 준거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발된 난임
여성의 간호 요구 측정 도구와 이론적으로 유사한 불임 여성의 불
임 정책 요구도 문항[22]을 저자의 사용 허락을 받은 후 상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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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alysis of item appropriateness for the items and factors of the scale (N=250)
Item and total
correlation
1. Physical and
35. Fatigue, sleep disorder
.69
psychological
36. Skin problems (pruritus, urticaria)
.69
nursing needs
37. Anxiety, depression, low self-esteem
.67
34. Abdominal discomfort (dyspepsia, nausea, vomiting,
.62
abdominal distension, ascites)
33. Pain (menstrual pain, stiff shoulder, abdominal pain,
.64
dyspnea)
32. Vaginal bleeding
.60
2. Needs for
4. Symptoms of infertility
.67
information on
5. Diagnosis of infertility
.62
treatment
2. Proper time to start infertility treatment
.65
1. Definition of infertility
.59
3. Cause of infertility
.48
3. Needs for
13. Types and side effects of infertility treatment post.63
infertility-related
diagnosis (ovulation induction, artificial
understanding and
insemination, in-vitro fertilization)
concern
10. Types and side effects of infertility treatment pre.58
diagnosis (hysterography, laparoscopy)
12. Mechanisms, effects, and side effects of infertility
.72
drugs
11. Purpose of administrating ovulation induction
.69
agents, patients for whom these agents are
appropriate, and methods
4. Supportive needs
Support from family
.45
Support from healthcare providers
.49
Support from friends and co-workers
.40
Factor

Item

.77
.71
.69
.64

Factor
loading
.83
.79
.78
.75

.59

.70

.65
.75
.70
.50
.46
.69
.75

.63
.77
.74
.73
.63
.63
.73

.71

.67

.61

.67

.92

.67

.76
.59
.57

.93
.82
.73

Communality

Eigen
value

Explained
variance (%)

4.60

24.2

3.20

16.8

2.43

12.7

2.33

12.3

Table 3. Criterion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scale (N=250)
Nursing needs assessment scale for women with infertility
Total
Physical and psychological nursing needs
Needs for information on treatment
Needs for infertility-related understanding and concern
Supportive needs

Policy needs for women with infertility scale
.63
.53
.51
.48
.44

Cronbach's α
.92
.91
.88
.89
.89

요구도[22]와의 상관계수는 .44-.53으로 모두 중증도 수준이었다

로 각 영역별 총점을 문항수로 나누어 영역별 평균 점수를 사용하

(Table 3).

며, 이를 통하여 난임 여성의 어느 영역의 간호 요구가 높은지 파악
할 수 있다. 또한 영역별 평균 점수를 합산하여 총 점수가 높을수록

신뢰도

난임 간호에 대한 요구가 높다고 해석한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1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증은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Cronbach’s α

점부터 ‘매우 필요하다’ 4점까지의 Likert 4점 척도로 측정하며, 영

계수를 확인하였다. 최종 도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92였다. 각

역별 평균 점수를 합산한 총점의 범위는 최소 18점에서 최대 72점

요인별로 살펴보면 1요인 .91, 2요인 .88, 3요인 .89, 4요인 .89로

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내적 일관성이 확보되었다[19] (Table 4).

최종 도구 확정

Discussion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난임 여성의 간호 요구 측정 도구는 4개의 하

본 연구에서는 난임 여성의 간호 요구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

위 영역으로 이루어진 18개의 문항으로, 영역별 문항수가 다르므

발하여 내용 타당도, 안면 타당도, 구성 타당도 및 준거 타당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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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s among subscales for the nursing care needs assessment scale for women with infertility (N=250)
Factor
Physical and psychological nursing care needs

Needs for information on treatment

Needs for infertility-related understanding and concern

Supportive needs

Item No.
35
36
37
34
33
32
4
5
2
1
3
13
10
12
11
44
45
46

Cronbach's α

Item and total correlation
.69
.69
.67
.62
.64
.60
.67
.62
.65
.59
.48
.63
.58
.72
.69
.45
.49
.40

1
.89
.85
.84
.83
.83
.77
.50
.45
.40
.37
.23
.47
.38
.57
.56
.36
.39
.29
.92

Item and factor correlation
2
3
.41
.54
.45
.48
.42
.46
.32
.46
.41
.46
.40
.45
.87
.57
.84
.57
.85
.56
.79
.48
.75
.41
.50
.87
.54
.84
.61
.89
.55
.88
.24
.20
.28
.24
.19
.28
.88
.89

4
.30
.34
.35
.36
.30
.26
.18
.11
.27
.29
.25
.28
.19
.23
.23
.94
.92
.86
.89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타당성과 신뢰성의

감, 수면장애’, ‘피부 변화(소양증, 두드러기)’, ‘복부 불편감(소화불

근거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4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

량, 오심, 구토, 복부팽만, 복수)’, ‘불안, 우울, 자존감 저하’, ‘통증

된 18문항으로 난임 여성의 간호 요구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

(생리통, 어깨 결림, 복통, 호흡곤란), ‘질 출혈’의 6문항으로 구성되

발하였다.

었다. 제 1요인의 문항들은 난임 대상자들이 난임 치료를 받는 과정

개발된 도구의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서 구성 타당도를 검증

에서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는 신체적 증상과 난임 치료 중에 느끼

한 결과, 누적 분산 비율은 66.0%였으며 하부 요인의 설명 분산 비

게 되는 심리적 문제를 경험할 때 요구되는 내용들이다. 난임 여성

율은 각각 24.2%, 16.8%, 12.7%, 12.3%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 과

들이 치료 과정 중에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 및 심리적 문제들을 어

정에서 삭제된 문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번 문항 “임신 반응

떻게 대처해 나가고 관리했느냐에 따라 임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검사의 시기 및 방법”과 31번 문항 “난소 과자극 증후군 원인, 증상

수 있다는 점에서[21-23], 제 1요인은 난임 여성의 간호 요구에서

및 치료법”, 25번 문항 “냉동 배아를 통한 임신 방법 및 절차”, 26

기본적으로 구성되어야 할 요인으로 탐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번 문항 “냉동 배아 방법 및 임신 성공률”은 요인 적재값이 .40 미

두 번째 요인은 ‘난임 치료 정보 요구’로, 간호 요구의 전체 설명

만이었다. 이들 문항은 구성 개념이 혼재되어 있었으며 각 하위 요

변량 중 16.8%를 차지하여 두 번째로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적재

인을 대표하지 못하는 문항으로 판단되어 삭제하였다. 또한 17번

된 문항은 난임 검사 및 시술, 약물 투여 정보에 대한 간호 요구를

문항 “난임 치료 후 부작용”은 신체적 간호 요구에 속하는 문항이

측정하는 문항으로 ‘난임 치료 약물의 작용 기전, 효과 및 부작용’,

었으나 같은 하부 요인의 12번 문항 “난임 치료제의 작용기전 및

‘남성 난임 검사’, ‘나팔관 촬영, 자궁경 검사, 복강경 검사와 같은

효과, 부작용”과 13번 문항 “난임 시술의 종류 및 목적, 방법, 시술

난임 진단 전 시술의 종류와 부작용’, ‘배란 유도제 투여 목적, 적응

시간, 부작용”의 내용과 구성 개념이 중복되는 문항으로 판단하여

대상자 및 방법’, ‘착상 호르몬 투여 목적, 적응 대상자 및 방법’,

삭제하였다. 또한 41번 문항 “흡연”은 2개의 요인에 적재값이 비슷

‘호르몬 검사, 배란 검사와 같은 난임 진단 검사의 종류 및 방법’,

하게 측정되었으며, 공통성 값도 .27로 낮게 측정되어 삭제하였다.

‘배란 유도,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과 같은 난임 진단 후 시술의 종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확인된 4가지 요인 중 첫 번째 요인은 ‘신

류와 부작용’, ‘난임 치료 시작 시기’의 5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었

체적·심리적 간호 요구’로, 간호 요구의 전체 설명 분산의 24.2%로

다. 제 2요인의 각 문항들은 난임 여성이 의료기관에서 받는 인공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적재된 문항은 난임 치료와 관련된 신

수정, 체외수정, 보조생식 시술 및 각종 검사들의 유형과 배란 유도

체적 증상, 건강 관리에 대한 간호 요구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피로

제, 착상 호르몬의 투여 목적 및 적응 대상자, 방법 등, 난임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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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여성들이 가장 정보를 받기를 원하는 요소로 가장 높은 설명

받고 있는 난임 여성이 원하는 지지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실증

력을 가진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Park 등[24]의 간호사의 난임

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항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 4요인의 문항

간호에 대한 실무 교육 요구도 측정 도구 개발에서도 ‘난임 치료 및

은 3개로 다른 하부 요인들의 문항수에 비해서 작지만, 4요인의 요

증상에 대한 교육’이 난임 대상자들에게 실무 교육 요구도가 높은

인 부하값이 모두 .86 이상이며 회전 후에 모든 변인은 높은 요인

요인으로 탐색되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난임 치료 정보 요구’가

부하량을 갖는 측정 변수가 3개 또는 4개 이상 되는 것이 바람직하

제 2요인으로 탐색되었음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다는[2] 선행연구를 참고할 때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다. 본 도구의

세 번째 요인은 ‘난임 질환의 이해와 관심 사항에 대한 요구’로

전체 18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α는 .92로, 측정 문

간호 요구의 전체 설명 변량 중 12.7%를 차지하였다. 적재된 문항

항 수가 적으면 신뢰도 계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 난임 질환의 이해와 관심 사항에 대한 요구를 측정하는 문항으

신뢰도가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 요인별 신뢰도도

로 ‘난임 치료 시작 시기’, ‘난임의 정의’, ‘난임의 원인’, ‘난임 자각

.88-.92로 본 도구는 신뢰할 수 있는 도구임을 알 수 있다.

증상’, ‘난임 진단법’의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난임 질환에

현재까지 난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고찰해 보면 난임

대한 교육 요구’는 난임 상담 실태조사 및 상담 서비스 전달 체계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 심리·정서적 측면을 측정하는 도구를 사

마련 연구 보고서에서도[10] 의료 정보 제공 상담 내용 중 난임의

용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난임 여성의 간호 요구를 측정한 도구는

원인, 진단과 같은 난임 질환에 대한 내용이 40.7%로 가장 높았는

전무하여 질적 연구 또는 혼종 방법을 사용하여 속성을 파악한 연

데 이는 난임 여성들이 난임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들을 습득하지

구에 제한되었다. 또한 난임 대상자의 심리·정서적 측면을 측정하

않도록 의료진이 난임 전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는 기존의 도구는[7,8] 난임 대상자의 실질적인 간호 요구도를 파

는 점을 시사한다.

악하거나 비교하는 데에도 제한점이 있었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

네 번째 요인은 ‘지지적 요구’로 간호 요구의 전체 설명 변량 중

도출한 측정 도구는 도구개발 단계에 맞추어 개념을 정의하고 도구

12.3%를 차지하였다. 적재된 문항은 난임 여성의 지지에 대한 간

를 개발한 후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으므로, 추후 전 세계 가

호 요구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가족의 지지’, ‘의료인의 지지’, ‘친

임 대상자의 10.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28] 난임 대상자의 간호

구 및 직장 동료의 지지’의 3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선행 연구

요구를 측정하는 데 적용성과 기여도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에서 난임 대상자들에게 가족의 지지는 회복 탄력성에 영향을 주고

생각된다.

[25] 우울의 정도를 경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나[26] 난임 여성들에

심리적 스트레스와 신체적 상실로 인해 삶의 질이 높지 않은 난

게 가족, 의료인 및 친구와 직장 동료의 지지 체계를 제공하고 이들

임 여성은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심리·정서적인 측면이 약해지

의 지지적 간호 요구를 다차원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고 치료 경과 과정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간호 요구에

을 알 수 있다. 호주의 경우 난임 여성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기

대한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도구는 난임 여성이 요구하는

보다는 지역사회 내 정신보건 의료 서비스 체제를 통해 난임과 관

신체적 간호 요구, 사회·정서적 간호 요구, 교육적 요구, 치료적 요

련된 정서적 고통에 대한 대처, 위기상황 발생 시의 해결책을 제시

구를 다차원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므로 추후 난임 여성의 간호 요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10]. 또한 공적 의료 시스템 및 공적 보

구를 진단하거나 선별적으로 평가할 때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험이 발달한 유럽 국가들은 국고를 통해 심리적 상담을 포함한 일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도구로 추후 간호 연구와 실무 분야에

정 기간의 난임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호주 및 뉴질랜드의 경우에도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한다.

난임 여성들은 난임 시술 전 난임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시술과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구 개발에서 타당도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받고 치료적 정보 제공과

검증하는 방법으로 탐색적 요인 분석으로 요인의 구조를 확인한 후

난임 치료 과정 결정 외에도 심리적 문제와 가족 지지에 관한 법제

새로운 대상자에게 다시 설문을 시행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화된 도움을 받고 있다[27]. 반면 우리나라 난임 여성들의 경우, 국

요인 구조를 검증할 필요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 분

가의 지원이나 법제화된 도움을 통한 지지 체계를 제공받기 보다는

석을 할 수 있는 최소 자료를 수집한 상태로, 탐색적 요인 분석에서

난임 치료 과정에 개입하는 의료진과의 상호작용에 의존하는 경우

도출된 문항으로 새로운 대상자에게 설문을 하지 못 하여 확인적 요

가 많다[24]. 특히 유교적 관념을 지닌 우리나라의 출산 문화와 관

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 연

련하여 부모됨과 여성성의 문제[27], 부부 갈등, 사회적 관계와[10]

구를 제언한다. 둘째, 난임 전문 병원에 내원하지 않고 지역사회 내

관련한 지지적 요구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된다. 즉, 지지적 요구는

에서 보건소, 한방기관을 통한 치료를 하고 있는 난임 여성들을 포

난임 환자가 생활하고 있는 사회의 제도적 환경과 문화적 특성에

함하지 못하였고,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난임 여성을 중심으로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데, 본 도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

표집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적 특성을 고려한 가족의 지지, 의료인의 지지, 친구 및 직장 동료

그러나 본 도구는 난임 여성의 신체적, 정서적 특성과 환경을 고려

의 지지를 측정하는 문항이 포함되었고 이는 실제로 난임 치료를

하여 개발한 도구이므로 난임 여성의 간호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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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여성을 위한 맞춤형 간호 중재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는 데 의
의가 있다. 또한 본 도구는 난임 여성을 대상으로 측정하기 쉽고 간
단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활용도와 유용성이 높다는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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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는 각 영역별로 1요인인 ‘난임 치료 정보 요구’는 6-24점, 2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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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 ‘신체적·심리적 간호 요구’는 5-20점, 3요인인 ‘난임 질환의
이해와 관심 사항에 대한 요구’는 4-16점, 4요인인 ‘지지적 요구’
는 3-12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 요구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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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간호 요구를 측정할 수 있는 선별 도구로서의 활용 가능성
이 높으므로 추후 난임 여성의 간호 요구에 대한 조기 파악과 관리
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난임 여성의 간호 요구와 관
련된 중재를 개발하고 적용하여 그 효과를 평가할 때 유용하게 활
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간호 연구나 중재 프로그램에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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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a video education program for patients with ben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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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a video education program in women receiving high-intensity focused ultrasound (HIFU) treatment.
Methods: This was a quasi-experimental study with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non-synchronized design. The participants were 54 patients who had benign uterine tumors and adenomyosi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June to August 2018. A 10-minute video education program on HIFU and post-procedural
care was developed based on the literature. The experimental group was provided the video education program with a question-and-answer session for 10 minutes after viewing the video. The control group received
usual care (i.e., verbal instructions on post-procedural self-care).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wice: before the educational program and before being discharged from the hospital. Differences in uncertainty, emotions, and self-efficacy among patients were analyz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chi-square
test, Shapiro-Wilk test, paired t-test, and t-test with SPSS version 23.0.
Results: The participa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a decrease in uncertainty (t=4.33, p<.001),
improvements in anxiety (t=–4.07, p<.001) and depression (t=–3.55, p<.001), and an enhancement of
self-efficacy (t=–4.39, p<.001)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Conclusion: This nursing intervention was effective at reducing uncertainty, improving emotions, and enhancing self-efficacy. This intervention is feasible for use in nursing practice as an aid for patients when considering treatment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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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High-intensity focused ultrasound (HIFU) treatment is a non-operative treatment for benign uterine tumors. However, the development of related nursing intervention programs is insufficient.
• What this paper adds

The video-based educational program was an effective nursing intervention that reduced uncertainty and improved mood and
self-efficacy in patients receiving HIFU treatment.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This 10-minute video educational program was found to be an effective support for benign uterine tumor patients preparing for
HIFU, and can be feasibly used in clinical practice.

Introduction

장기의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복부를 압박하는 물주머니와 유치

연구 필요성

에서 자궁양성종양인 자궁근종과 자궁선근증의 병변에 고강도 초

한국 여성의 자궁절제술은 연간 총 4만 5천건으로 여성 생식기 질

음파를 가하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등 익숙하지 않은 치료과정으로

환 수술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1],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rga-

인해 불안을 경험한다[7]

도뇨관을 삽입해 방광을 인위적으로 팽만시켜 복부를 압박한 상태

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건
강 통계자료에 의하면 OECD 평균 건수보다 3배나 많아 아시아 국
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2]. 자궁절제술을 받은 여성 환자들은 수

료를 받는 환자들이 치료 전 의료진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

술 후 월경이 없어지고 임신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여성성의 상실로

구하고 정보의 누락이나 교육 내용이 실제 환경과 맞지 않음 등의

받아들여 수술 후 불안과 우울, 성 역할 정체성 및 삶의 질 변화에

지식 부족으로 인해 치료과정에서 불안, 불확실성, 통증 및 공포 등

따른 정서적인 반응장애 등의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한다[3].

을 경험하므로 HIFU 치료를 받는 환자의 불안과 불확실성을 완화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자궁절제술의 대안으로 비수술적 치료법
인 고강도 집속 초음파(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 HIFU)

그러나 Kang과 Park [8]은 HIFU 치료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
다는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Park과 Kim [7] 또한 HIFU 치

시켜 줄 수 있는 간호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
였다.

치료가 도입되었다. 인체 외부에서 고강도 초음파로 병변을 태워

수술을 앞둔 환자는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불안하며, 치료

괴사시키는 HIFU 치료의 효과는 2004년 미국 식약청[4]으로부터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치료상황을 위협으로 받아들여 부

승인을 받았으며, 한국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2008년 신의료기술로

적응을 초래한다. 이로 인해 불확실성, 불안, 우울이 가중되면서 자

인정한[5] 이후 현재까지 자궁양성종양의 치료방법으로 적용하고

기 효능감이 떨어져 치료과정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9-11].

있다. HIFU 치료의 성공률은 약물 요법인 미페프리스톤(mifepris-

선행 연구를 보면 간호사로부터 간호 정보를 제공받은 환자들은 자

tone)보다 상당히 높고, 전통적으로 실시되어 오고 있는 자궁근종
절제술 또는 자궁절제술에 필적한다[6]. 치료의 안정성을 비교하면

신들의 질병 상태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면서 불확실성[12], 불안

미페프리스톤, 자궁근종 절제술 및 자궁절제술보다 치료 후 통증,

극 참여하게 되어 자기 효능감도 강화되었다[15]고 한다. 그러므로

불쾌감, 발열, 감염, 생식기계, 위장관계 및 마취와 관련된 합병증

의식이 명료한 상태로 낯선 기계와 병원 환경에 둘러싸여 1시간 반

이 거의 없고 치료과정에서 출혈이 없어 수혈의 위험이 없음이 보

에서 2시간 가량의 장시간 치료를 받으며 불안, 불확실성, 통증 및

고됨에 따라[6], 가임기 여성이 아니더라도 자궁 적출을 원하지 않

공포를 경험하는[7] HIFU 치료 환자들에게, 치료 공간에 함께 있

는 여성들이 HIFU 치료를 선택함으로써 자궁 적출에 따른 신체

는 간호사의 정보 제공, 간호 중재 및 정신적인 지지는 매우 중요한

적·정신적 부담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다.

역할을 할 것이다.

및 우울이 감소되어 기분이 안정되고[13,14] 자신의 치료과정에 적

HIFU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전신마취와 의식 하 진정 등이 없

국내외에서는 HIFU 치료 전 교육, 증상 관리 및 퇴원 교육 등을

는 상황에서 치료를 받으므로, 치료 전 의료진으로부터 정보를 제

모두 간호사가 주도적으로 수행해 왔다. 그러나 전립선 암 환자 대

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장비 위에 엎드린 자세를 취하고 차

상 HIFU 치료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연구[16]와 자궁양성

가운 물에 복부를 담근 채 1시간 이상의 긴 시간을 꼼짝도 못하고

종양 환자 대상 HIFU 치료 후의 운동 중재 효과를 검정한 연구

누워 있어야 하는 낯선 환경에 직면한다. 또한 HIFU 치료 중 복부

[17]를 제외하면, 한국은 HIFU 치료가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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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HIFU 치료 환자의 경험을 연구한 질적 연구[7]가 있을 뿐, 간호사
가 개발한 간호 중재 또는 간호 교육을 제공한 후 그 효과를 검정한
선행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Ethics statement: This study was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Changshin University (CSIRB-R20180006).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from the participants.

최근 의료 환경은 마취와 절개를 행해야 하는 전통적인 수술법
보다 전신마취와 절개를 하지 않는 최소 침습 또는 비침습적인 방
법으로 환자의 안위를 증진시키고 치료로 인한 사회생활의 지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점점 발전하고 있다. 자궁양성종양 치료 분야
내에서도 HIFU 치료는 자궁을 그대로 보존하며 사회생활에 지장

연구 설계

이 없는 비수술적 치료를 원하는 자궁양성종양 환자들이 선호하는

본 연구는 HIFU 치료 전 연구 대상자에게 동영상 교육프로그램을

치료법으로, 더욱 발전하고 많은 환자에게 적용될 수 밖에 없는 치

제공한 후 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설

료이다.

계의 유사 실험연구이다(Figure 1).

이에 본 연구자들은 자궁양성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HIFU 치료

대조군은 2018년 6월 23일부터 7월 22일까지 1개월간 조사하였

의 방법, 치료 전 환자의 준비과정으로 금식, 제모, 관장, 유치도뇨

고, 2018년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1개월간의 치료 환자를 실

관 삽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살펴보고, 치료과정 및 퇴원 후 전반

험군으로 선정하였다. 시차설계를 적용함으로써 실험의 확산을 방

적인 추후 관리 중재를 위해 동영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

지하고 연구 대상자가 자신이 실험군인지 대조군인지 알 수 없도록

여 HIFU 치료를 받는 환자의 불확실성, 기분 및 자기 효능감에 미

이중차단장치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에게 사전에 연구

치는 효과를 검정하고 이러한 환자들의 적응을 향상시키고자 본 연

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의 이익과 위험을 충분히 설명한 후,

구를 수행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HIFU 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위

본 연구에 서면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한 간호사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간호 중재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동시에 간호행위별 수가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기여

연구 대상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창원시 소재 종합병원 산부인과 병동에 자궁양
성종양으로 HIFU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환자로, 대상자의 선정

연구 목적

기준은 첫째,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

본 연구의 목적은 HIFU 치료를 받는 대상자에게 동영상 교육프로

한 환자, 둘째, 양성종양의 크기와 관계없이 진단명이 자궁근종 또

그램을 제공하고 그 효과를 검정하는 것으로, 연구가설은 다음과

는 자궁선근증인 환자, 셋째, 언어적·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가능

같다.

한 환자이다. 제외기준은 첫째, 한국어를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

가설 1. 동영상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받지 않은

이 있는 외국인 환자, 둘째, 한국어로 된 동영상을 시청하고 이해하

대조군보다 불확실성이 감소할 것이다.

는 데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 환자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들이 치료를 받은 HIFU 기종은 엎드린 자세

가설 2. 동영상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기분이 개선될 것이다.

(prone position)로 시술받는 초음파 유도하(ultrasound guided)

가설 3. 동영상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받지 않은

HIFU인 JC-2000 (Haifu Technology, Chongqing, China)과 자기
공명 유도하(magnetic resonance guied) HIFU인 Philips Sonalleve
(Philips Healthcare, Vantaa, Finland)이다.

대조군보다 자기 효능감이 향상될 것이다.

Group

Pretest

Intervention

Posttest

Control

C1

X1

C2

Experimental

Pretest

Intervention

Posttest

E1

X2

E2

Figure 1. The study design.
C1, E1: General characteristics, disease-related characteristics, uncertainty, emotions, self-efficacy; C2, E2: uncertainty, emotions, selfefficacy; X1: usual care (hospitalization manual, safety accident prevention guide, oral description of preparation and treatment process);
X2: video-based educ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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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의 크기는 HIFU 치료 전 동영상 교육프로그램의 적용 효과

적절하므로 제외하고 32문항으로 수정하여, 간호학 교수 1인,

에 대한 선행연구를 찾기 어려워, 자궁근종 환자를 대상으로 동영상

HIFU 센터 수간호사 1인의 타당도 검정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1점에서 5점의 평정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평정하였고, 총점은 모든 문항의 점수를
합하여 최저 32점, 최고 160점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확실성이 큰 것을 의미한다. Mishel [10] 연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5, Chung 등[20]의 Cronbach’s α는 .87이었고, 본 연
구의 Cronbach’s α는 .86이었다.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 Eo 등[14]과 Jeon과 Park [18]의 공식에 근
거한 효과 크기(d) 0.5, 검정력(1-β) .80, 단측검정 유의수준(α) .05
를 기준으로 실험군과 대조군 각각 27명으로 총 54명을 산출하였
다. 자궁근종 환자를 대상으로 동영상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 선행
연구에서 중도 탈락률이 10.0% 미만이었던 결과를 감안하여[13,19]
초기 연구 대상자의 중도 탈락률을 10.0%로 고려하고 총 60명의 자
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실험군의 설문지 체크 오류
가 발생한 3명, 대조군 중 피곤하여 연구 참여 철회를 희망한 1명과

기분

설문지 체크 오류가 발생한 2명이 탈락하여 최종 분석 대상은 실험

연구 대상자의 기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병원을 방문한 환자가

군 27명, 대조군 27명으로 전체 54명이었다(Figure 2).

의사의 진료를 받기 위해 외래와 병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가장 흔
히 느끼는 환자 불안과 우울을 측정한 Zigmond와 Snaith [21]의 척
도를 Oh 등[11]이 한국어로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연구에 사

연구 도구

용된 도구는 도구 사용료를 지불(www.gl-assessment.co.uk)했으

불확실성

며, 한국판 저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사용 허락을 받았다. 이 도구

연구 대상자의 불확실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Mishel [10]이 개발하

는 환자 불안과 우울 각 7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14문항이다. 각 문

고 Chung 등[20]이 한국어로 번역한 불확실성 척도(Mishel Uncer-

항은 1점에서 4점의 평정척도로 총점은 모든 문항의 점수를 합하

tainty in Illness, MUIS)를 사용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원저
자와 한국판 저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사용 허락을 받았다. 33문
항 중 15번 ‘의료진이 너무 많아 누가 무엇을 책임지는지 알 수 없
다’ 문항은 HIFU 치료 의료진이 명확하여 본 연구의 질문으로 부

여 최저 14점, 최고 56점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과
우울 정도가 높아 기분이 나쁜 것을 의미한다. Zigmond와 Snaith
[21] 연구의 Cronbach’s α는 .85, Oh 등[11]의 Cronbach’s α는 .89
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93이었다.

Assessed for eligibility
(N=60)

Enrollment

Allocated to control (n=30)
Received usual care (n=30)
●

Lost at follow-up (n=3)
- Errors upon checking questionnaire (n=2)
- Wished to discontinue (n=1)
●

Analysis

Follow-up

Allocation

Excluded (n=0)

Analysis (n=27)

Allocated to intervention (n=30)
Received allocated intervention (n=30)
●

Lost at follow-up (n=3)
- Errors upon checking questionnaire (n=3)
●

Analysis (n=27)

Figure 2. Flow chart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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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효능감

자들에게 적용되었던 교육프로그램을 분석하여 “현명한 나의 선

연구 대상자의 HIFU 치료 후 자가간호에 관한 자기 효능감을 측정

택, HIFU”라는 제목으로 총 10분 분량으로 제작되었다.

하기 위하여 Hong [22]이 개발한 자기 효능감 측정도구를 Park [23]
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2문항으로 구성

연구진행절차

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1점에서 5점의 평정척도로 ‘매우 자신이 없
다’를 1점, ‘매우 자신이 있다’를 5점으로 평정하고, 총점은 각 문항

사전 조사

의 점수를 합하여 최저 12점, 최고 60점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

사전 조사는 실험군과 대조군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부인과 수술

을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Park [23] 연구의 Cron-

환자를 대상으로 불안 정도를 측정한 결과 수술 전일 18:00시부터

bach’s α는 .83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 역시 .83이었다.

점차 상승하여 마취 전 불안이 가장 높았고 수술 후 1일째부터는
불안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한 Carr 등[24]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사

일반적 특성과 질병 관련 특성

전·사후 설문조사 시점을 정하였다. 예약 당일 입원하며 입원 당일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결혼 상태, 교육 수준, 직업 및

치료에 필요한 검사와 처치 후 치료를 진행하는 HIFU 치료의 특성

경제 상태 등의 총 5개 문항이었고, 질병 관련 특성은 진단명과

상, HIFU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 당일 입원 수속 후 불확

HIFU 치료 정보를 얻은 경로 등의 총 2개 문항이었다.

실성, 기분 및 자기 효능감 설문지를 이용하여 본 연구자가 조사하
였다. 설문지 작성은 연구 대상자가 스스로 읽고 직접 기입하였다.

HIFU 치료 동영상 교육프로그램 개발과정
원내 HIFU 시술을 하는 센터 실무자가 참여하여 교육 내용을 구성

실험 처치

하였다. 교육 내용의 구성은 HIFU 센터와 산부인과 병동에서 사용

실험군에게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HIFU 치료 전 동영상 교육

하고 있는 HIFU 치료 관련 교육 자료, HIFU 기기별 치료 프로토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처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동영상 교

콜과 권고안[25], 환자들의 치료 후기, 여성건강 간호학 및 의학 교

육프로그램은 연구자가 직접 제작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실험 처

재인 부인과학[26], HIFU 전문의의 의견 등등을 참고로 하였으며,

치에 소요한 시간은 동영상 시청 10분과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관

HIFU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 HIFU 치료와 관련하여 교육받기

한 질의응답 및 부연 설명까지 총 20분간이며, HIFU 치료 전 1회

를 원하는 내용을 개방형으로 진술하게 하고 이 진술 내용을 포함

제공되었다.

시켜 교육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하였다.
동영상의 주요 교육 내용은 자궁양성종양의 치료적인 특성, 자

사후 조사

궁적출술이 여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 자궁과 여성 생식기의 해부

사후 조사는 실험군에게 HIFU 치료 전 동영상 교육프로그램을 제

학적 위치와 생리, 자궁의 인체 내 기능, HIFU 치료의 원리, HIFU

공한 후 HIFU 치료를 받은 다음 날 아침 사전 조사에 사용한 동일

치료의 적응 대상, HIFU 치료법의 안전성, 안전한 HIFU 치료를

한 설문지를 통해 불확실성, 기분 및 자기 효능감의 자료를 수집하

위한 사전 검사 항목과 복부 자기공명영상 촬영법에 관한 설명, 제

였다. 대조군은 HIFU 치료 전 동영상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

모, 관장 및 유치도뇨관의 필요성, 치료과정의 자세, 의사소통, 통

고 구두로 기존의 HIFU 치료 전 준비과정과 치료과정 등의 정보를

증 발생 시 처치에 관련된 설명, HIFU 치료 후 나타날 수 있는 증

제공한 후 HIFU 치료를 받은 다음 날 아침 불확실성, 기분 및 자기

상, 샤워 시기, 퇴원 후 식이조절, 운동, 성생활 및 임신 가능한 시

효능감에 관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기에 관한 주의사항 등등에 관한 것이었다(Table 1).

대조군의 경우 사후 설문조사가 끝난 시점에 동영상 교육프로그

교육 내용을 구성한 후 본 연구의 대상자는 아니지만 자궁양성

램을 제공하고 동영상 시청이 끝난 후 10분 동안 상담을 제공하여

종양을 진단받은 환자 2명에게 교육 자료를 시청하게 한 후 어려운

대조군의 윤리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모든 연구 대상자

의학용어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검토 받아 그 내용을 수정하였

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으로 핸드크림 세트를 제공하였다.

다. 수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진, 동영상 및 파워포인트 자료 등을
이용하여 교육 자료를 구성한 후,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교육 자료

자료 분석

에 대한 환자들의 수용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애니메이션을 이용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for Windows, ver. 23.0 (IBM

하여 나레이션과 자막 처리하였으며, 제작기간은 총 2개월이 소요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 관련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되었다.
제작된 동영상의 구성 및 내용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간호
학 교수, 산부인과 의사 1인, HIFU 센터 수간호사 1인에게 타당도
검정을 받은 후 이용하였으며 교육용 동영상은 선행 자궁적출술 환
https://doi.org/10.4069/kjwhn.2020.03.31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2)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동질성 검
정은 chi-square test, t-test를 이용하였고, 종속변수의 동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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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igh-intensity focused ultrasound video education program
Themes
Introduction
Function of the uterus
Anatomy and physiology of the uterus
HIFU treatment

HIFU pre-test

Preparation pre-HIFU

HIFU treatment process

Precautions post-HIFU treatment

Contents
Guide to the HIFU video education program
Therapeutic characteristics of benign uterine tumors
Effects of hysterectomy on women's health
Anatomy and physiology of the uterus and female genitalia
Uterine functions in the human body
Principles of HIFU treatment
Indications for HIFU treatment
Safety of HIFU treatment
Checking laboratory blood tests
Checking chest X-rays
Checking abdominal MRI (enhancement)
Shaving
Enema
Foley catheterization
Position
Communication
Pain management
Vaginal discharge
Bowel discomfort
Shower, exercise, sex life
Sitz bath, abdominal massage
Diet control
Contraception period

Time (second)
15
95
78
110

60

90

32

120

Total

600

HIFU: High-intensity focused ultrasound;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검정은 t-test로 분석하였다.
3) 실험군과 대조군의 각 변수에 대한 정규성 검정은 Shapiro-Wilk
test를 통해 유의수준(α) .05를 기준으로 검정하였다.
4) 실험군의 동영상 기반 교육프로그램의 HIFU 치료 전 적용 전 ·
후 차이는 paired t-test,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 처치 후 가설
검정은 t-test로 분석하였다. 유의수준(α) = .05, 단측검정으로
분석하고 p < .025이면 유의성이 있다고 해석한다.

연구 대상자의 진단명은 자궁근종이 70 . 4 %를 차지하였다.
HIFU 치료의 정보를 획득한 경로는 인터넷이 70.4%로 가장 많았
으며,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설명을 들은 환자는 5.5%였다. 실험
군과 대조군의 질병 관련 특성인 진단명 및 HIFU 치료 정보를 얻
은 경로 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은 유사한 집단임을 확인하였다(Table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연구 대상자 표본은 각각 27명으로 연구변수
에 대한 정규성 검정을 위해 Shapiro-Wilk test를 실시한 결과 불확

Results

실성, 기분 및 자기 효능감은 모두 정규성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3).

연구 대상자의 동질성 검정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 관련 특성에 대한 동질성 차이

가설 검정

검정의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동영상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과 대조군의 불확실성 변

전체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4.16±6.58세였고, 79.6%가

화를 분석한 결과, 실험군의 불확실성 점수가 14.85±17.47점 감

기혼으로 나타났다. 68.5%가 대졸 이상이었으며, 72.2%는 직장을

소하였고 대조군은 3.19±9.66점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니지 않았고, 경제 상태는 89.0%가 중, 5.5%는 상으로 나타나 중

(t = 4.33, p < .001). 따라서 ‘동영상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

상층의 비율이 높았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연령, 결혼 상태, 교육

군은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불확실성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제

수준, 직업 및 경제 상태 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1가설은 지지되었다(Table 3).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은 유사한 집단임을 확인하였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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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omogeneity test between the two groups (N=54)
Variable

Categories

Age (year)

≤ 39
40–49
50–59
Married
Unmarried
≥ University
≤ High school
Yes
No
High
Middle
Low
Uterine myoma
Adenomyosis
Both
Internet
Patients & other
Gynecologists

Marital status
Educational level
Occupation
Economic status

Diagnosis

Source for seeking diseaserelated information

Total (n= 54)
12 (22.2)
34 (63.0)
8 (14.8)
43 (79.6)
11 (20.4)
37 (68.5)
17 (31.5)
15 (27.8)
39 (72.2)
3 (5.6)
48 (88.9)
3 (5.6)
38 (70.3)
9 (16.7)
7 (13.0)
38 (70.3)
13 (24.1)
3 (5.6)

n (%)
Experimental (n= 27)
9 (33.3)
14 (51.9)
4 (14.8)
19 (70.4)
8 (29.6)
21 (77.8)
6 (22.2)
5 (18.5)
22 (81.5)
3 (11.1)
23 (85.2)
1 (3.7)
19 (70.4)
5 (18.5)
3 (11.1)
16 (59.2)
9 (33.4)
2 (7.4)

Control (n= 27)
3 (11.1)
20 (74.1)
4 (14.8)
24 (88.9)
3 (11.1)
16 (59.3)
11 (40.7)
10 (37.0)
17 (63.0)
0 (0.0)
25 (92.6)
2 (7.4)
19 (70.4)
4 (14.8)
4 (14.8)
22 (81.4)
4 (14.8)
1 (3.8)

χ2or t

p

4.06

.131

2.85

.175

2.15

.241

2.31

.224

3.42

.181

0.26

.881

3.20

.202

Table 3. Comparison of uncertainty, anxiety, depression, and self-efficacy between the two groups
Variable

Categories

Uncertainty

Pre
Post
Post-pre
Pre
Post
Post-pre
Pre
Post
Post-pre
Pre
Post
Post-pre

Anxiety

Depression

Self-efficacy

Mean± SD
Experimental (n= 27)
Control (n= 27)
88.03 ± 14.65
89.37± 8.14
73.18 ± 10.96
86.18± 11.10
14.85 ± 17.47
3.19± 9.66
15.80 ± 4.03
13.8± 3.47
11.82 ± 4.40
13.46± 2.86
–4.44 ± 4.33
0.11± 1.21
13.76 ± 3.80
13.63± 2.67
11.58 ± 3.30
13.16± 3.05
–2.67 ± 3.55
–0.33± 2.05
41.85 ± 4.24
40.44± 5.10
46.40 ± 4.69
40.92± 4.48
–4.18 ± 4.72
–0.51± 2.95

는 실험군의 불안 점수가 4.44±4.33점, 대조군은 0.11±1.21점 감

t
0.41
4.37
4.33
–2.05
3.93
–4.07
–.15
3.00
–3.55
–1.10
–4.25
–4.39

p
.682
< .001
< .001
.044
< .001
< .001
.876
< .004
< .001
.276
< .001
< .001

소하였고(t = -4.07, p < .001), 우울 점수는 실험군이 2.67±3.55점,

4.72점, 대조군은 0.51±2.95점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t = -4.39, p < .001). 따라서 제3가설 ‘동영상 교육프로그램을

대조군은 0.33±2.05점 감소를 보여(t = -3.55, p < .001), 통계적으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자기 효능감이 향상

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동영상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될 것이다’ 역시 지지되었다(Table 3).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기분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제2가설은
지지되었다(Table 3).
동영상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기 효

Discussion

능감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실험군의 자기 효능감 점수는 4.18±

본 연구는 HIFU 치료를 받는 자궁양성종양 환자에게 동영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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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동영상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정하고자

HIFU 치료의 성공과 합병증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요 과

수행된 연구로써 그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정임을 충분히 숙지하여, 환자가 치료과정을 이해하고 수용하여 불

본 연구의 동영상 교육프로그램은 HIFU 치료를 받는 자궁양성

안과 우울이 감소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종양 환자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 HIFU 치료

한편, 본 연구 대상자의 동영상 교육프로그램은 HIFU 치료를

를 받는 환자들은 수술을 제외한 약물과 다양한 대증요법 등의 치

받는 자궁양성종양 환자의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임

료를 받아 보았지만 경과가 불량했던 경험으로 인해, HIFU 치료

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영상을 이용한 어깨 운동 융합

역시 수술하지 않는 새로운 치료법이라 여기는 불확실성을 유발할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깨 수술 환자들의 자기 효능감이 높아진 결과

수 있다. 또한 HIFU 치료는 새로운 의료기술이므로 환자의 주변에

와 유사하였다[15]. 어깨 수술과 HIFU 치료는 치료 방법과 부위는

HIFU 치료를 받은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치료과정
에 관한 경험을 듣지 못하여, 마취 없이 치료가 이루어지는 HIFU

다르나 치료 후 재활 치료와 HIFU 치료 후 자가간호를 잘 할 수 있

치료 중 초음파 열이 가해질 때의 통증에 대한 불안, 통증으로 인해

이다. HIFU 치료 환자들은 자궁양성종양을 자신이 스스로 건강을

치료를 끝까지 받지 못할 우려 등 불확실성이 가중되기 쉽다. 따라

잘 돌보지 못하여 발생한 건강 문제로 인식하고 자책하였으나, 자

서 HIFU 치료 전 치료과정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불확실성을

신들의 건강 관리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과정에 적극 참

감소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데[7], 연구자가 개

여하여야 함을 깨닫고, HIFU 치료를 받으며 그 방법과 과정에 관

발한 본 동영상 교육프로그램이 HIFU 치료를 받는 자궁양성종양

한 정보를 요구하고 건강 관리를 위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8]. 본

환자들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데 유용하게 작용한 것으로 본다.

연구에 적용한 동영상 교육프로그램이 HIFU 치료방법, 준비과정

다는 자신감은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Jeon과 Park [18]은 본 연구의 대상자들과 치료방법은 달랐으나,

및 치료과정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HIFU 치료 후 나타날 수 있

자궁절제술 환자를 대상으로 자궁절제술 전 동영상을 이용한 수술

는 증상, 식이조절, 운동, 성생활 및 임신 가능 시기 등에 대한 정보

전 교육이 자궁절제술 환자들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

를 제공하고, 동영상 시청 후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 연구자

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척추 수술 환자와[19]

가 질문을 받고 부연 설명을 하며 환자의 심리적 불안에 공감하면

백내장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동영상 중심의 간호 교육을 실시한

서, 환자 스스로 HIFU 치료 후 자가간호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자

연구에서 불확실성이 감소한 결과도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기 효능감을 증진시킨 것으로 여겨진다.

[27]. 이러한 여러 연구들을 두고 볼 때, 연구 대상자의 치료법은

본 연구 대상자의 주 연령층은 50세 이하의 폐경기 이전 여성으

다르지만 동영상을 이용한 교육프로그램은 환자의 불확실성을 낮

로, 자궁절제술의 연구 대상자 평균 나이 49.3세[18]나 HIFU 치료

추는 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연구자가 개발한 본 동

경험을 연구한 대상자의 32-48세[7]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 자궁양

영상 교육프로그램은 HIFU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불확실성을 낮

성종양이 가임기와 중년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

추는 간호 중재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임을 알 수 있었다. 교육과 경제 수준은 중산층의 대졸 이상 고학력

다음으로, 본 연구 대상자의 기분을 병원을 방문한 환자가 의사
의 진료를 받기 위해 외래와 병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가장 흔히 느

자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졸의 비율이 가장 높은 자궁절제술
보다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비율이 높았다[18].

끼는 환자 불안과 우울 기준[21]으로 조사한 결과, 본 연구의 동영

자궁양성종양 환자들에게 자궁절제 수술을 권유한 산부인과 의

상 교육프로그램은 HIFU 치료를 받는 자궁양성종양 환자의 기분

사들은 수술 방법을 설명했지만 HIFU 치료 방법을 설명한 사례는

을 개선하는 데 유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술 전 수술실 간호사

매우 드물었다. 진단 후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HIFU 치료법을 권유

의 동영상을 이용한 지지 간호 중재가 환자의 불안을 감소시킨 연

받지 못한 것은 HIFU 치료 전 환자들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 중

구 결과와 일치하였다[14]. 또한 자궁절제술 전 동영상을 이용한

하나가 될 수 있으므로 수술적 치료와 더불어 HIFU 치료에 대한 산

교육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불안과 우울을 감소시킨 결과는 본 연

부인과 전문의들의 자세한 설명과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본다.

구를 지지하였다[18].

간호사는 환자의 보건교육자이고 옹호자이다[28]. 간호사에 의해

환자들은 HIFU 치료 중 낯선 환경과 익숙하지 않은 치료과정으

이루어지는, 이론과 실무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간호 중

로 불안을 경험하며 이러한 불안을 완화시킬 수 없는 무기력함으로

재는 환자로 하여금 자신이 받는 치료법과 과정에 대하여 충분히 이

우울을 경험한다[7]. 본 연구의 실험군은 구두 설명과 유인물을 이

해한 후 치료를 받게 하며, 치료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돕는다.

용한 주입과 암기 위주의 기존 교육과 달리, HIFU 치료 전 동영상

그러므로 의료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간호 중재의 기법도 개발되어,

교육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받았다. 영상과 더불어 음향 효과를 통해

간호사의 교육을 받은 환자들이 높아진 자기 효능감으로 자신의 치

집중력을 높여 치료과정을 이해하고 치료 환경을 사전 체험하며,

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정보를 습득하였다. 그러므로 HIFU 치료 중 유치도뇨관 유지 및

이로써 자궁양성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HIFU 치료를 잘 받게 하

복부 압박, 고강도 초음파를 병변에 가할 때의 통증과 불편감 등이

기 위한 동영상 교육프로그램은 환자의 불확실성, 기분 및 자기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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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감 등의 개선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자가 개발한 동
영상 교육프로그램은 실제 경험하게 될 환경을 보다 더 현실적이고
역동적으로 감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저학력의 환자도 쉽게 이해할

Data availability
Please contact the corresponding author for data availability.

수 있어, 환자들의 건강 증진과 치유에 유용하게 기여하는 간호 중
재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자궁양성종양 환자들에게 기존의 표준화되지 않은 구
두 설명 대신 항목별로 체계적인 틀을 갖춘 구조화된 정보 제공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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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부부의 성에 대한 태도가 성기능에 미치는 영향
김문정
부경대학교 간호학과

Influence of pregnant couples’ attitudes towards sex during
pregnancy on sexual function
Moon Jeong Kim
Department of Nurs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influences of the attitudes of pregnant women
and their husbands towards sex during pregnancy on sexual function. Additional purpose was to
compare the frequency of sexual dysfunction according to gender and gestational trimester and to
describe the changes in sexual behavior according to the gestational trimester.
Methods: In this study, 231 pregnant couples completed self-report questionnaires during their visits to women’s hospitals or community health centers. The questionnaires assessed general characteristics, maternal/paternal sexual attitudes towards sex during pregnancy (Maternal Sex during
Pregnancy Scale, MSP/Paternal Sex during Pregnancy Scale, PSP), and sexual function (using the
Female Sexual Function Index and International Index of Erectile Function, respectivel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done to test the research model using SPSS version 23.0.
Results: In this study, 74.9% of pregnant women and 38.5% of their husbands reported sexual dysfunction. Sexual dysfunction was prevalent in pregnant women in the first trimester and prevalent in
husbands in the third trimester. MSP (β=.44, p<.001) in pregnant women and PSP (β=.39, p<.001)
and being in the first trimester (β=.17, p=.012) in husbands influenced sexual function during pregnancy. In the first trimester, the scores for attitudes towards sex during pregnancy were the lowest in
pregnant women, while they were the highest in their husbands.
Conclusion: Positive attitudes about sex during pregnancy are important for sexual function in
pregnant couples. Because the difference in attitudes towards sex during pregnancy between pregnant women and their husbands was greatest in the first trimester, sexual health interventions need
to be provided in early pregn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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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Pregnancy causes and aggravates sexual dysfunction in pregnant women and their husbands. Sexual attitudes have been reported to be a factor influencing sexual function in these couples.
• What this paper adds

Attitude towards sex during pregnancy influenced sexual function in pregnant women and their husbands. In early pregnancy,
the attitudes were lowest in pregnant women, while they were highest in their husbands.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Nurses need to help pregnant women and their husbands have positive attitudes toward sex during pregnancy, interventions are in
need.

Introduction

태도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연구 필요성

로 보고되었으나[12] 그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에 대한 보고들도 있

임신 중 생리적, 심리적 변화가 여성의 성기능이나 성 만족에 영향

다[2]. 한국 임부의 임신 기간과 성기능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근거

을 미친다는 점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이다. 임신 여성의

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 임부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 임신

성기능은 비임신 여성에 비해 낮으며, 성기능 부전의 비율도 비임신

2기와 임신 3기 임부의 성기능의 차이를 보고하였으나[11] 임신 1

여성이 67.6%임에 비해 임신 여성은 79.0-91.1%로 높게 보고되고

기 임부에 대한 파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임신 중 성생활 기피 이

있다[1,2]. 성기능 부전은 임신 1기, 2기, 3기에 각각 23.4%, 30.5%,

유가 주로 유산이나 태아의 건강 손실, 부작용 발생에 대한 두려움

46.2%로 임신이 진행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모든
결혼기간에서 성 만족은 결혼생활 만족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3]

인 점을 고려할 때[11], 임신 1기 임부의 성기능과 영향요인에 대한

임신 부부의 성기능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임신 3기는 임부의 성행위 빈도와 성기능 감소의 중요한 요인으

파악이 필요하다.
성에 대한 인식은 배우자의 욕구, 매력의 느낌, 성교에 대한 두려

착상부터 산후까지 생리적, 심리적, 신체적 영역에서 적지 않은

움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중 성기능의 중요한 부분이

변화를 고려하면 임신 중 성행위의 변화는 놀랍지 않다. 임신 중 성

다[13,14]. 그러므로 임신으로 인한 아내의 욕구 변화, 아내의 매력

행위는 문화적 신념 및 금기와 관련이 있고[4], 신체 이미지 인식과

에 대한 느낌 변화, 성교가 임신이나 태아에게 미칠 나쁜 영향에 대

파트너와의 의사소통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5]. 또한

한 두려움은 남편의 임신 중 성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고, 이는 남편

성기능부전의 발생 빈도는 임신 1 기 , 2 기 , 3 기에 각각 23 . 4 %,

의 성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남편의 성적 반응은 임신 중에

30.5%, 46.2%로 임신이 경과하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1] 임

영향을 받아 아내의 성적 장애를 악화시키고 남편의 성기능 장애를

신 기간과 임신 중 성기능의 관련성을 추론해볼 수 있다. 따라서 임

유발하거나 심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남편을 대상으로 임신 중

신 기간에 따라 성행위의 변화, 성기능 부전의 발생 빈도를 파악해

성에 대한 태도와 성기능의 정도를 확인하고, 남편의 임신 중 성에

볼 필요가 있다.

대한 태도가 성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일은 남편뿐 아니라

긍정적인 성 태도를 가진 사람은 성행위의 빈도가 높고, 다양한

부부 모두를 위한 성기능 중재 마련을 위해 필수적이다. 특히 임부

성행위를 시도하며, 성기능이 좋은 것으로 보고되었다[6,7]. 임신

와 남편 양측을 대상으로 임신이 경과함에 따라 임신 중 성에 대한

부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성 태도가 자신과 상대방의 성 만족에

태도와 성기능이 변화하는 양상을 파악한다면 커플의 조화로운 성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8]. 성 태도가 일반적인 성에 대한

을 지지하는 성교육 콘텐츠를 마련하는 데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호불호나 개방성을 평가하는 개념이라면[9], 임신 중 성에 대한 태

할 수 있을 것이다.

도는 임신 중의 성에 대한 호불호나 개방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
다. 임신 중 성에 대한 태도는 사회 문화적 규범, 태아와 임부의 건

연구 목적

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 등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며[10], 임신 2-3

본 연구의 목적은 임부와 남편을 대상으로 임신 중 성에 대한 태도

기 임부의 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11], 유산에

가 성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추가적인 목적은 임

대한 우려로 성행위를 기피하는 임신 1기 임부를 대상으로 파악한

신 기간별로 성행위의 변화를 파악하고, 성별과 임신 기간별로 성

연구는 없는 실정이므로 전체 임신 기간에 걸쳐 임신 중 성에 대한

기능 부전 정도를 비교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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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1) 임부와 남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신 중 성에 대한 태도와 성
기능의 차이를 파악한다.

2) 임부와 남편의 임신 중 성에 대한 태도와 성기능 간의 상관관계
를 파악한다.

3) 임부와 남편의 성기능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4) 임부와 남편의 임신 전, 임신 기간별 성행위의 변화를 파악한다.
5) 임부와 남편 간의, 임신 기간별 성기능부전의 빈도를 비교한다 .

1차 자료 수집은 2017년 8월부터 9월까지, 2차 자료 수집은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이루어졌다. 1, 2차 자료 수집은 모두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여성전문병원 2곳과 보건소 2곳에서 이루어
졌다. 여성전문병원에서는 간호부장에게,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장
에게 연구의 목적과 조사방법, 연구윤리 준수사항 등을 포함한 연
구 전반에 대해 설명한 후 해당 기관에서의 연구 수행에 대한 승인
을 얻었다. 여성전문병원의 산부인과 외래와 보건소 출산교실 강의
실 벽보에 연구 참여에 대한 안내문을 붙여놓고, 그 아래 연구 설명
문, 동의서, 임부용 및 남편용 설문지가 담긴 설문세트를 비치하여

Methods
Ethics statement: This study was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of Pukyong National University (IRB No.
1041386-20160930-HR-016-03).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from the participants.

연구대상자가 읽고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작성이 완료
된 설문지는 응답 내용의 기밀 유지를 위해 부부가 개별적으로 밀
봉 봉투에 넣어 밀봉하게 하였고, 다음 산전진찰이나 출산교실 참
여 시 회수하였다. 1, 2차 자료 수집에서 231쌍의 자료가 수집되었
고 그 가운데 불성실하게 작성된 7쌍의 설문지를 제거하여 총 231
쌍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 도구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임부와 남편을 대상으로 임신 중 성에 대한 태도가 성기

임신 중 성에 대한 태도

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상관관계 연구이다.

임신 중 성에 대한 태도는 Jawed-Wessel 등[10]의 Maternal Sex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며 임신 합병증이 없는 임

during Pregnancy Scale (MSP)과 Paternal Sex during Pregnancy
Scale (PSP)을 개발자의 승인을 얻은 후 한국어로 번안한 도구[15]로
측정하였다. MSP와 PSP는 단일 요인이며 공통 항목은 ‘임신 중의

신 1–3기 임부와 남편이었다. G*Power 3.1.9를 이용하여 임신 부

성관계가 어색하다’, ‘성관계를 하면 유산이 될 수 있다’, ‘임신 때문

부의 성기능 영향요인 분석을 위한 다변량 회귀분석과 임신 기간별

에 성관계에 불안을 느낀다’, ‘임신 때문에 못하는 성교 체위가 있

임신 중 성에 대한 태도와 성기능의 차이 검정을 위한 일원배치분

다’, ‘임신 때문에 흥분되는 성생활이 불가능하다’ 등의 5개 항목이

산분석 수행에 필요한 최소 표본의 크기를 구하였다. 유의수준

다. MSP는 ‘임신 때문에 남편이 내게서 성적 매력을 찾기 어렵다’

.05, 검정력 .90, 선행연구[11]에서 중간 효과크기 .15, 예측변인 6

의 1개 항목이 추가되어 총 6개 항목이고, PSP는 ‘임신 때문에 남편

개(연령, 학력, 직업 유무, 출산력, 임신 기간, 임신 중 성에 대한 태

의 성적 매력을 발견하는 것이 어렵다’, ‘임신 때문에 성욕이 잘 생

도)의 조건으로 다변량 회귀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 크기는 123명

기지 않는다’, ‘임신 동안 성관계보다는 자위가 낫다’ 등 3개 항목이

이었다. 그리고 유의수준 .05, 검정력 .90, 중간 효과크기 .25, 세

추가되어 총 8개 항목이다.

그룹으로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최소 표본 크기
는 207명이었다. 탈락률 15%를 고려하여 238부의 자료를 수집하

MSP와 PSP 모두 6점 Likert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부터 ‘매
우 그렇다’ 6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편

기로 하였다.

의를 위해 모든 항목을 역산하였기에 점수가 클수록 임신 중 성에

자료 수집은 임신 부부를 대상으로 2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

에서는 142쌍(임신 1기 4쌍, 임신 2기 24쌍, 임신 3기 114쌍), 2차

bach’s alpha 값은 MSP가 .89, PSP는 .91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MSP가 .73, PSP는 .82이었다..

에서는 96쌍(임신 1기 74쌍, 임신 2기 22쌍)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1차 자료 수집 시 임신 1기 여성의 참여가 저조하여 대상에 포함하
지 않았으며 임신 1기 부부를 포함한 후속 연구를 계획하면서 남편
의 자료를 분석에서 제외한 후 임신 2–3기 임부의 성기능 영향요
인을 분석한 후 보고하였다[11].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임신
임신 1기 부부가 제외됨으로써 연구결과를 전체 임신 부부에게 적

성기능
임부의 성기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Lee 등[16]의 Korean version of

Female Sexual Function Index-6 (FSFI-6K)를 개발자의 승인을 얻
은 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지난 4주간 성생활에서 성적 욕구, 성

용할 수 없었던 한계점을 극복하고, 임신 기간에 따른 성기능 부전

적 흥분, 윤활액 분비, 오르가슴, 성적 만족감, 질 삽입 성교 시 불

의 빈도와 성행위의 변화를 함께 파악하고자 하였다.

편감/통증 등 6개 항목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는 성적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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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성적 만족감에는 1점부터 5점까지, 성적 흥분, 윤활액 분비, 오

(71.4%) 학력은 58.9%가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이었으며 현재 직

르가슴과 불편감/통증은 0점부터 5점까지 부여하며 총점은 2점부

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42.4%였다. 출산력은 대부분 미산부였으

터 30점까지 가능하고 점수가 클수록 성기능이 좋음을 의미한다.

며(84.6%) 임신 기간은 평균 24.86±12.35주로 임신 3기가 가장 많

본 연구에서는 개발 당시 절사점(cutoff score) 21점을 기준으로 성

았다(49.4%).

기능 부전을 분류하였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개발 당
시 .89였고, 본 연구에서는 .85였다.
남편의 성기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어판 5-item version of

the International Index of Erectile Function (IIEF-5)를 사용하였다
[17]. 설문지 문항은 발기 기능(erectile function)과 성교 만족도(intercourse satisfaction)에 대한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로 총점은 5-25점까지 가능하고 점수가 클수록 발기능이 좋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판의 절사점 17점을 기준으
로 성기능 부전을 분류하였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개
발 당시 .89였고,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임부의 임신 중 성에 대한 태도(MSP)는 6점 만점에 평균 2.91±

0.84점이었다. MSP 점수는 학력(t = 2.29, p =.023), 직업 유무
(t = 4.92, p <.001)와 임신 기간(F = 21.54, p <.001)에 따른 차이가 유
의하였다. 즉 임부의 임신 중 성에 대한 태도는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보다 전문대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일 때, 직업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 임신 1기, 2기보다 임신 3기일 때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임부의 성기능(FSFI)은 30점 만점에 평균 12.01±6.79점이었다.

FSFI 점수는 학력(t = 2.62, p = .010)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였다. 즉
임부의 성기능은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보다 전문대학교 졸업 이
하의 학력일 때 더 높았다.

성행위

남편의 연령은 평균 35.08±4.30세로 30대가 대부분이었고

성행위는 자신의 성을 경험하고 표현하는 방식을 의미하며[18], 본

(76.6%), 학력은 54.4%가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이었으며 97.0%

연구에서 성행위는 선행 연구[18]를 참고하여 키스, 질 삽입 성교,

가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전희, 구강 성교, 성적 상상, 자위, 항문 성교를 포함하였다. 임신

남편의 임신 중 성에 대한 태도(PSP)는 6점 만점에 평균 3.47±

중 성생활을 파악하기 위하여 임신 기간별 성행위의 빈도, 성행위

0.90점이었다. PSP 점수는 학력(t = 2.47, p = .014)과 임신 기간
(F = 7.24, p = .001)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였다. 즉 남편의 임신 중
성에 대한 태도는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보다 전문대학교 졸업 이
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 임신 2기, 3기보다 임신 1기일 때 더 긍정

를 중단한 이유, 성행위 시 경험한 부작용, 성생활에 관한 정보의
출처 등을 중복 응답하게 하였다.

대상자의 특성
임부와 남편의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학력, 직업 유무 등 3문항,
산과적 특성에는 출산력, 임신 기간 등 2문항을 질문하였다.

자료 분석

적이었다.
남편의 성기능(IIEF)은 25점 만점에 평균 16.49±7.61점이었다.

IIEF 점수는 임부의 출산력(t = 2.36, p = .022)과 임신 기간(F = 6.23,
p = .002)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였다. 즉 남편의 성기능은 임부가
출산경험이 없을 때보다 있을 때, 임신 2기보다 임신 1기일 때 더

231쌍의 자료를 IBM SPSS Statistics ver. 23.0 (IBM Corp.,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임부와 남편의

높았다(Table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신 중 성에 대한 태도와 성기능의 차이는

임부와 남편의 임신 중 성에 대한 태도와 성기능 간의 상관관계

t-test 또는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분석은 Scheffé test를 이용

임부의 임신 중 성에 대한 태도와 성기능 간(r = .46, p < .001), 남편

하였다. 임부와 남편의 임신 중 성에 대한 태도와 성기능 간의 상관

의 임신 중 성에 대한 태도와 성기능 간(r = .42, p < .001)에는 유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임부와 남

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편의 성기능 영향요인은 multiple linear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임부와 남편의 임신 전, 임신 기간별 성행위의 변화는 빈도와 백분

임부와 남편의 성기능 영향요인

율로, 임부와 남편 간, 임신 기간별 성기능부전 빈도의 비교는 카이

임신 중 성에 대한 태도가 성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여 성기능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던 일반적 특성과 각자의 임신
중 성에 대한 태도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

Results

하였다. 임부의 성기능 모델에는 교육 수준(1 = 전문대학교 졸업 이

임부와 남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신 중 성에 대한 태도와 성
기능의 차이

투입하였다. 그 결과 Durbin-Watson 지수가 1.82로 오차 항들 간

임부의 연령은 평균 32 . 19 ± 4 . 09 세로 30 대가 대부분이었고

(1.03)의 값을 통해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임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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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을 더미 변수로 처리하여 임신 중 성에 대한 태도(MSP)와 함께
에 서로 독립적임을 확인하였고, tolerance (0.97)와 분산팽창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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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s in sexual attitude and sexual function by couples' characteristics (N=462)
Characteristic

Categories

Pregnant women (n = 231)
Age (year)
20–29
30–39
≥ 40
Education
Job
Parity
Trimester

Husbands (n = 231)
Age (year)

Education
Job
Parity
Trimester

MSP/PSP
Mean± SD
t/F (p)

Mean± SD

t/F (p)

55 (23.8)
165 (71.4)
11 (4.8)
32.19 ± 4.09
95 (41.1)
136 (58.9)
98 (42.4)
133 (57.6)
195 (84.6)
36 (15.6)
73 (31.6)
44 (19.0)
114 (49.4)

3.08± 0.72
2.86± 0.87
2.78± 0.91
2.91± 0.84
2.99± 1.23
2.62± 1.22
2.33± 1.14
3.10± 1.20
2.80± 1.20
2.70± 1.30
2.20± 0.95
2.45± 1.23
3.26± 1.20

13.50± 6.07
11.34± 6.93
14.13± 7.66
12.01± 6.79
13.59± 6.83
10.87± 6.71
10.95± 6.53
12.85± 6.92
11.56± 6.96
11.35± 6.89
11.32± 6.45
13.69± 6.87
11.85± 7.01

1.47 (.224)

20 (8.7)
177 (76.6)
34 (14.7)
35.08 ± 4.30
103 (44.6)
126 (54.4)
224 (97.0)
7 (3.0)
195 (84.6)
36 (15.6)
73 (31.6)
44 (19.0)
114 (49.4)

3.68± 0.74
3.44± 0.88
3.55± 1.10
3.47± 0.90
3.64± 0.93
3.34± 0.86
3.45± 0.91
3.84± 0.65
3.37± 0.88
3.53± 1.12
3.77± 0.81
3.18± 0.98
3.38± 0.88

20.00± 7.23
16.33± 7.52
15.00± 7.84
16.49± 7.61
17.34± 6.86
15.97± 8.09
16.76± 7.42
10.83± 11.32
16.06± 7.91
19.00± 5.79
18.73± 5.53
13.84± 8.98
16.05± 7.86

2.85 (.060)

n (%) or Mean± SD

≤ College
≥ University
Yes
No
0
≥1
Firsta
Secondb
Thirdc
20–29
30–39
≥ 40
≤ College
≥ University
Yes
No
0
≥1
Firsta
Secondb
Thirdc

1.50 (.226)

2.29 (.023)
4.92 (< .001)
0.41 (.679)
21.54 (< .001)
a,b< c†

0.76 (.468)

2.47 (.014)
1.13 (.260)
0.74 (.466)
7.24 (.001)
a > b,c†

FSFI/IIEF

2.62 (.010)
1.92 (.056)
0.14 (.887)
1.50 (.226)

1.37 (.171)
1.90 (.058)
2.36 (.022)
6.23 (.002)
a> b†

FSFI: Female sexual function index; IIEF: international index of erectile function; MSP: maternal sex during pregnancy scale; PSP: paternal sex during
pregnancy scale.
†
Scheffe test

Table 2. Correlations between couples' sexual attitude and sexual
function (N=462)
Couple
Pregnant women (n = 231)
Husbands (n = 231)

Variable
FSFI
IIEF

r (p)
MSP
.46 (< .001)

PSP
.42 (< .001)

FSFI: Female Sexual Function Index; IIEF: international index of erectile
function; MSP: maternal sex during pregnancy scale; PSP: paternal sex
during pregnancy scale.

나타낸 특성인 출산력(1 = 출산경험 있음)과 임신 기간(1 = 임신 1
기, 임신 2기)을 더미 변수로 처리하여 임신 중 성에 대한 태도
(PSP)와 함께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Durbin-Watson 지수가

1.83으로 오차 항들 간에 서로 독립적임을 확인하였고, tolerance
(0.87-0.98)와 분산팽창지수(1.02-1.15) 값을 통해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남편의 성기능 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고(F = 14.92, p < .001), 전체 설명 변량은 23%였으며, 임신 중 성
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β = .39, p < .001), 아내가 임신 임신 3기
에 비해 임신 1기(β = .19, p = .004)인 남편의 성기능이 높게 나타났

성기능 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 = 24.68, p < .001) 전체 설

다(Table 3).

명 변량은 20%였으며, 임신 중 성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임부의
성기능이 높게 나타났다(β = .44, p < .001).
남편의 성기능 모델을 검정하기 위하여 성기능에 유의한 차이를
https://doi.org/10.4069/kjwhn.2020.0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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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actors associated with couples' sexual function (N=462)
Couple

Variable

B

Pregnant women (n = 231)

(Constant)
Education†
MSP

3.20
0.85
0.58

Husbands (n = 231)

(Constant)
Parity†
First trimester†
Second trimester†
PSP

4.56
2.15
2.91
–0.78
3.19

SE

β

t

2.24
1.43
0.79
.07
1.07
0.09
.44
6.65
R2 = .21, adjusted R2 = .20, F= 24.68, p< .001
1.92
2.38
1.26
.11
1.71
1.14
.17
2.54
1.28
–.04
–0.61
0.54
.39
5.95
R2 = .25, adjusted R2 = .23, F= 14.92, p< .001

p
.155
.285
< .001
.018
.089
.012
.541
< .001

MSP: Maternal sex during pregnancy scale; PSP: paternal sex during pregnancy scale; SE: standard error;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
Dummy variable references were education (≥ university), parity (nullipara), and trimester (third).

(93.5%), 질 삽입 성교(90.0%), 전희(82.3%), 구강성교(55.8%)의 순

사(20.3%), 간호사(6.1%) 순이었다(Table 4).

으로 빈도가 높았다. 임신 1기에는 키스(74.0%), 전희(55.4%), 질
삽입 성교(43.3%), 구강성교(17.3%) 순으로 높았다. 임신 2기에는

임부와 남편 간의, 임신 기간별 성기능부전 빈도의 비교

키스(46.3%), 질 삽입 성교(35.1%), 전희(34.2%), 구강성교(14.7%)

성기능 부전의 정도는 임부 74.9%, 남편 38.5%로 임부에게서 발생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임신 3기에는 키스(27.7%), 전희(16.5%),

빈도가 유의하게 높았다(χ2 = 62.21, p < .001). 임신 기간별로 살펴

질 삽입 성교 (15.2%), 구강성교(7.4%)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성행

보면, 임부는 성기능 부전이 임신 1기에 90.4%로 가장 높았고 임신

위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임신 3기(24.7%), 임신 1기(20.3%), 임

2기에 72.7%, 임신 3기에 65.8%로 임신 기간이 지날수록 감소하였

신 2기(14.7%), 임신 전(0.9%) 순으로 높았다.

다(χ2 = 14.48, p = .001). 남편의 성기능 부전은 임신 1기에 27.4%

임신 중 성행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아기 손상의 두려움(40.7%),
질 출혈의 두려움(32.0%), 감염의 두려움(31.2%), 양막 파열의 두

로 가장 낮았다가 임신 2기에 52.3%로 가장 높았고, 임신 3기에

40.4%로 감소하였다(χ2 = 8.18, p = .017) (Table 5).

려움(29.0%) 순으로 높았다. 성행위를 한 후 경험한 부작용은 복부
의 단단함(45.5%), 성교 통증(19.0%), 질 출혈(6.1%), 비뇨생식기계
감염(3.5%) 순으로 많았다. 임신 중 성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는 출

Discussion

처는 인터넷(74.5%)이 가장 많았으며 책(58.9%), 남편(20.8%), 의

본 연구에서 임부의 성기능은 임신 기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

사(13.9%), 간호사(3.0%) 순이었다.

았으나 임신 2기, 3기, 1기 순서로 높았다. 이는 임신 2기[19]와 임

남편의 임신 전 성행위는 키스(91.3%), 질 삽입 성교(82.3%), 전

신 3기[1]가 성기능의 위험요인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희(81.4%), 구강성교(42.9%) 순이었고, 임신 1기에는 키스(68.4%),

일치하지 않으나, Heidari 등[20]의 실험 연구에서 대조군의 성기능

전희(54.1%), 질 삽입 성교(45.0%), 구강성교(23.4%)의 순이었으며,

이 임신 2기, 3기, 1기 순서로 높게 나타난 결과와는 일치한다. 임신

임신 2기에는 키스(43.7%), 질 삽입 성교(32.0%), 전희(27.7%)의 순

기간과 성기능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일치하지 않는 결과

이었고, 구강성교(10.8%)와 성적 상상(10.8%), 자위(10.8%)의 빈도

를 보고하고 있으므로 큰 표본의 종단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가 같았다. 임신 3기에는 키스(28.6%), 질 삽입 성교(25.5%), 전희

있다. 한편 임부의 성기능 평균 점수는 12점으로 성기능 부전의 절

(16.0%), 자위(11.3%) 순이었다. 성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임

사점인 21점에 비해 매우 낮은 점수였고 그 결과 임부의 성기능 부

신 3기(23.8%), 임신 1기(18.6%), 임신 2기(13.9%), 임신 전(1.3%)

전 비율이 75%로, 국내 기혼 여성의 57.5%[21]에 비해 높게 조사되

순으로 높았다.

었다. 본 연구의 임신 중 성에 대한 태도 이외에도 임부의 성기능 부

임부의 남편이 성행위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아기 손상의 두려
움(41.1%), 감염의 두려움(33.8%), 양막 파열의 두려움(18.6%), 아

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양한 영역에서 추가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내의 무성욕(13.4%) 순서로 높았다. 성행위 후 아내가 겪은 부작용

임부와 남편의 임신 중 성에 대한 태도는 각자의 성기능과 유의

에 대한 인식은 성교 통증(18.6%), 복부의 단단함(18.6%), 질 출혈

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임신 중 성에 대한 태도와 성

(18.6%), 비뇨생식기계 감염(2.6%) 순으로 높았고, 임신 중 성생활

만족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고한 선행 연구[8]의 결과와

에 대한 정보의 출처는 인터넷(74.0%), 아내(36.8%), 책(28.1%), 의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는 임신 중 성에 대한 태도가 임부와 남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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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nges in couples' sexual behavior before and during pregnancy (N=462)
Variable

Categories

Sexual activities
during
pregnancy†

Kissing
Vaginal coitus
Foreplay
Cunnilingus
Erotic fantasy
Masturbation
Anal sex
No sexual life

Reasons for not
having sex

Fear of injuring the baby

Pregnant women (n= 231), n (%)
BP
First T
Second T
Third T
216 (93.5) 171 (74.0) 107 (46.3) 64 (27.7)
208 (90.0) 100 (43.3) 81 (35.1) 35 (15.2)
190 (82.3) 128 (55.4) 79 (34.2) 38 (16.5)
129 (55.8) 40 (17.3) 34 (14.7) 17 (7.4)
47 (20.3) 24 (10.4) 17 (7.4)
10 (4.3)
24 (10.4)
6 (2.6)
8 (3.5)
6 (2.6)
6 (2.6)
1 (0.4)
1 (0.4)
1 (0.4)
2 (0.9)
47 (20.3) 34 (14.7) 57 (24.7)
During pregnancy
94 (40.7)

Fear of vaginal bleeding
Fear of infection
Fear of membrane rupture
One's decreased libido
Partner's decreased libido
Not knowing the feasibility of sex
Maternal
Abdominal hardness
complications of Dyspareunia
sexual activities†
Vaginal bleeding
Urogenital infection
Information source† Internet
Books
Spouse
Doctor
Nurse

74 (32.0)
72 (31.2)
67 (29.0)
51 (22.1)
11 (4.8)
11 (4.8)
105 (45.5)
44 (19.0)
14 (6.1)
8 (3.5)
172 (74.5)
136 (58.9)
48 (20.8)
32 (13.9)
7 (3.0)

Husbands (n= 231), n (%)
BP
First T
Second T
211 (91.3) 158 (68.4) 101 (43.7)
190 (82.3) 104 (45.0) 74 (32.0)
188 (81.4) 125 (54.1) 64 (27.7)
99 (42.9) 54 (23.4) 25 (10.8)
78 (33.8) 40 (17.3) 25 (10.8)
91 (39.4) 48 (20.8) 25 (10.8)
7 (3.0)
3 (1.3)
0 (0.0)
3 (1.3)
43 (18.6) 32 (13.9)
During pregnancy
95 (41.1)

Third T
66 (28.6)
59 (25.5)
37 (16.0)
19 (8.2)
22 (9.5)
26 (11.3)
0 (0.0)
55 (23.8)

1 (0.4)
78 (33.8)
43 (18.6)
14 (6.1)
31 (13.4)
15 (6.5)
32 (13.9)
75 (32.5)
29 (12.6)
6 (2.6)
171 (74.0)
65 (28.1)
85 (36.8)
47 (20.3)
14 (6.1)

BP: Before pregnancy; T: trimester.
†
Multiple response.

Table 5. Differences of couples' sexual dysfunction by gender and trimester (N=462)
Couple
Pregnant women (n = 231)

Husbands (n = 231)

Sexual dysfunction
n (%)
χ2(p)
173 (74.9)
62.21 (< .001)

89 (38.5)

Trimester
First (n= 73)
Second (n= 44)
Third (n= 114)
First (n= 73)
Second (n= 44)
Third (n= 114)

Sexual dysfunction†
n (%)
χ2(p)
66 (90.4)
14.48 (.001)
32 (72.7)
75 (65.8)
20 (27.4)
8.18 (.017)
23 (52.3)
46 (40.3)

성 기능의 영향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남편의 경우에는 추가적

태도는 남편의 성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으로 임신 기간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8]에

선행 연구에서 임신 중 성에 대한 임부와 파트너의 태도는 서로 강

서도 임부와 남편의 성 태도는 각자의 성 만족의 영향요인으로 나

한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10]. 본 연구에서는 임신 중

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고, 상대방 효과를 조사하였을 때

성에 대한 태도와 성기능의 상대방 효과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2

남편의 성 태도는 임부의 성 만족에 영향을 주는 반면에 임부의 성

차에 걸쳐 자료 수집을 진행하는 동안 임부와 남편의 매칭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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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겨 아쉽게도 확인할 수 없었다. 상대방 효과를 확인하는 후속

대한 태도를 조사하지 않았고[24], 임신 2기 임부의 표본이 적고 임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신 1기 임부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11]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임신 중 성에 대한 태도는 성관계에 대한 어색함과 불안, 흥분되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성관계를 금하라는 의사의 조언을 듣는 경

는 성생활에 대한 낮은 기대, 유산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이루어져

우 임신 중 성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 되는데[10], 임신 3기는 유산

있다.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생식기 해부학

과 조산에 대한 우려에서 벗어난 시기이며, 의사들도 이 시기에는

과 성 반응 주기 및 그에 대한 임신의 영향 등 성 생리학, 성행위에

분만 촉진을 위해 성관계를 권장하기도 하므로[19] 긍정적인 태도

대한 임신의 영향, 성교 기술, 임신 중 안전한 성 체위, 임신 중 성

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교 결과로 인한 인한 유산과 조기 파막의 위험 등에 대한 정보를 제

본 연구는 한 지역의 여성전문병원과 보건소를 이용하는 임신

공할 필요가 있다[20]. 임신 10-12주의 초임부와 초임부 커플 두

부부를 편의 표출한 자료에 기반하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그룹을 대상으로 모형 활용 강의와 유인물 제공, 전화상담 중재를

제한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부와 남편 모두를 대상으로 임

90분씩 일주일 간격으로 2회 실시한 결과, 중재 4주 후와 임신 2기
말에 성기능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20]. 본 연구에서 임신 1기는

신 중 성에 대한 태도가 성기능에 미치는 영향, 임신 기간별 성행

임부와 남편 간 성 부조화가 가장 심한 시기이므로 임신 부부를 대

밝힘으로써 임신 부부의 성중재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

상으로 한 성교육은 임신 초기부터 시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시

점은 본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영역에서 임신 부부의

기는 산전 관리를 위해 병원을 자주 방문하는 시기는 아니므로 대

성기능 영향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이 이루어진다면 임신 부부

면 교육 대신에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제공되는 성교육 프로그램이

의 성기능 중재를 가이드할 유용한 이론이 개발될 수 있으리라 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남편의 성 태도는 임부의 성 만족에도

대한다.

영향을 미치므로[8] 임부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함께 적용하는 것

부부 사이의 임신 중 성에 대한 태도와 성기능의 갭(gap)은 임신
1기에 가장 크게 나타났으므로 임신 부부를 위한 성 중재는 임신

이 효율적일 것이다.

위의 변화, 성별과 임신 기간에 따른 성기능 부전 빈도의 차이를

본 연구에서 임부들은 임신 전에 비해 임신 후 전반적으로 성행

초기 커플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임신 부부의 임신 중

위의 감소를 보였으며, 임신 동안에는 기간이 지날수록 질 삽입 성

성에 대한 태도는 각자의 성기능의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

교를 포함한 전반적인 성행위가 감소하였다. 질 삽입 성교를 보면,

로 임신 중 성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중재

임신 1기 43.3%, 임신 2기 35.1%, 임신 3기 15.2%로, 임신 1기에

개발이 필요하다.

가장 많이 수행하였다. 선행 연구[4]에서는 최근 4주 동안의 질 삽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을 제언한다. 첫째, 임신 부부의

입 성교 횟수를 조사하였는데 임신 전 8.6회, 임신 1-3기에 각각

성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르몬이나 신체의 변화와 같은 생리

6.9회, 5.4회, 2.5 회인 것으로 보고되었고, 또 다른 연구[22]에서도

적 영역, 부부 간 친밀도나 의사소통과 같은 심리사회적 영역 등 다

임신이 경과할수록 감소를 보인 점은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산과

양한 영역에서 요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임신 부부의 성기

간호사는 임신 인지 이후에도 성생활을 지속하는 임부의 성기능이

능의 상호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임신 중 성에 대한 태도

좋으며[11], 임신이 경과할수록 부부의 성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

와 성기능의 상대방에 대한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임신

는 사실을 인식하고 산전관리 내용에 성교육과 성상담을 포함할 필

초기 부부를 대상으로 임신 중 성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

요가 있다.

는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연구를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임신 1기는 임부에게서 성기능 부전이 가장 많이 발
생한 시기인 반면 남편의 경우에는 가장 적게 발생하는 시기로 나타
나 부부 간 성 부조화의 위험이 임신 1기에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임신 중 성에 대한 태도는 성기능의 중요 요인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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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는데, 임신 1기에 임신 중 성에 대한 태도가 아내는 가장 부정
적인 반면에 남편은 가장 긍정적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성적 만족은 결혼생활의 질에 기여하여 결혼의 안정성을 높이므로
[23] 커플을 대상으로 임신 1-3기에 걸친 종단연구를 통해 임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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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내분비계 교란 물질 노출, 감정 노동, 동료 지지가 월경 전
증후군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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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exposure to endocrine disruptors, burnout, and social
support from peers on premenstrual syndrome in nurses
Hye Young Chang1, SoMi Par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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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Wonju College of Medicine, Wonju, Korea

2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xposure to endocrine disruptors, burnout,
and social support from peers on premenstrual syndrome (PMS) in nurses.
Methods: This 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 was conducted among 122 nurses under the age of
49 working at a university hospital. The participants answered self-report questionnaire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t-test, analysis of variance, Pearson or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in IBM SPSS version 23.0.
Results: The mean age of the nurses was 28.9 years. Of these nurses, 49.2% were working in a general ward, 24.6% in the intensive care unit, 14.8% in the emergency room, and 11.4% in an outpatient department.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model was 38.3%, and i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11.74, p≤.001). Exposure to endocrine disruptors (β=0.32, p<.001) was the most powerful variable affecting PMS, followed by burnout (β=0.27, p=.001), working in the intensive care unit or
emergency room (β=0.22, p=.003), family history of PMS (β=0.19, p=.009), and support from coworkers (β=–0.15, p=.043).
Conclusion: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intervention program to reduce
the symptoms of PMS. Additionally,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develop and evaluate measures to
minimize exposure to endocrine disruptors and burnout in order to alleviate PMS among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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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Characteristics including the menstrual cycle, dysmenorrhea, age at menarche, and stress and pressure are known to exacerbate
the symptoms of premenstrual syndrome (PMS).
• What this paper adds

This study identified exposure to endocrine disruptors as the most relevant factor associated with PMS among nurses. Emotional labor was also suggested as a related factor, buffered by peer support.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intervention program to reduce the symptoms of PMS by taking steps such as minimizing endocrine
disruptor exposure in nurses’ healthcare settings and reducing their emotional labor.

Introduction

[8], 높은 스트레스와 긴장감 및 압박감은 월경 전 증후군 증상을

연구 필요성

연구에서도 월경 전 증후군과 스스로 인지하는 스트레스 사이에는

월경은 여성의 생식능력을 상징하는 특성 중 하나로 초경에서부터

매우 강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9]. 특히 간호사는 고객

폐경까지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여성들

권리 의식의 향상에 따라 정신적 긴장이 더욱 가중되고, 긴급한 상

은 월경 전 약 2-10일 사이에 신체적으로는 가스 팽만, 유방 팽만

황에서는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10]. 뿐만 아니라 의사, 동료

과 통증, 골반통, 체중 증가, 배변 장애, 피로, 수면 장애를, 정서적

간호사 및 타 부서 직원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으로는 짜증, 화, 우울감, 불안, 감정 조절의 어려움을, 또한 이외에

표현하기 보다는 감추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서비

도 흥미 저하, 대인 기피, 일탈적이고 공격적인 행동 등의 월경 전

스 직업군과 비교하였을 때 높은 수준의 감정 노동을 경험하는 것

증후군을 겪을 수 있다[1]. 월경 전 증후군은 가임기 여성의 80%가

으로 보고되고 있다[11]. 이러한 감정 노동과 스트레스는 월경 전

경험하며[2], 이 중 20% 이상은 학교나 직장의 출근, 인간관계 등

증후군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12]. 이처럼

의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로 심한 월경 전 증후군의 증상

높은 수준의 감정 노동을 경험하는 간호사 집단은 상호 협동과 의

을 경험하며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3].

존성이 두드러지는 조직의 특성상 병원의 상황을 모르는 가족이나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4]. 200명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

월경 전 증후군 관련 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부

친구보다 동료의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13]. 동료 지지는 조직 내

정적인 월경 태도, 다량의 월경량, 정상보다 긴 월경 주기 및 월경

에서 직장 상사, 동료, 후배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서적, 물질적인

통[4]과 같은 월경 특성이 월경 전 증후군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지지로, 이는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감정 노동이나 분노를 감소시

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체 내로 들어와 마치 호르몬과 같이 작용하

키고 감정 노동의 완충 역할을 하며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정서적,

면서 정상 호르몬의 기능을 방해하는 물질로 알려진 내분비계 교란

심리적 안정을 준다[14].

물질이 월경 주기 변화, 조기 초경, 월경 곤란증, 월경 전 증후군 등

월경 전 증후군은 여성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활

여성의 생식 건강 관련 질환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졌다[5]. 이러한

동, 직장 생활에서도 장애 요인이 되어, 월경 전 증후군을 겪는 여

내분비계 교란 물질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플라스

성들은 일의 효율성과 자신감이 저하되고 정서적 소진과 자아 존중

틱 제품, 세제, 비닐봉지 등에서 배출되며, 이러한 제품 사용 횟수

감 저하 등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5]. 그

의 증가가 월경 전 증후군의 발생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러므로 의료기관의 주요 인력인 간호사들의 월경 전 증후군을 적절

있다[6]. 월경 전 증후군의 원인은 불확실하지만 혈장 내 에스트로

히 관리하는 것은 개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뿐 아니라 간호

겐과 프로게스테론 등의 스테로이드 호르몬 수준에 대한 여성의 민

업무 효율의 향상과 함께 환자들에게 질 높은 간호를 보장하는 방

감성과 내분비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데, 내분비

법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는 보건 의료인력의 대표적 직업군으

계 교란 물질 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으로 모방하거나 스테로이드 호

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월경 전 증후군 관

르몬의 신호에 대해 길항작용을 하여 질병 발생에 관여하는 것으로

련 요인으로 제시되는 월경 관련 특성[4], 내분비계 교란 물질 노

알려져 있다[7]. 또한 내분비계나 생식기의 원인 외에도 정신적 스

출[6], 간호사의 직업 특성으로 인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제시된 감

트레스와 같은 요인이 시상하부-뇌하수체-난소에 영향을 미치며

정 노동[11] 및 이들의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동료 지지[14]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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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해 그 관련성을 규명함으로써 월경 전 증후군의 증상을 감소시킬

적으로 복합된 증후군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총 19개 문항

수 있는 교육 및 중재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된 Heo [17]의 도구를 개발자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57점으로 점수
가 높을수록 월경 전 증후군의 증상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Heo
[17]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 .86,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는 Cronbach’s α = .92였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사의 내분비계 교란 물질 노출 정도, 감정 노동, 동
료 지지가 월경 전 증후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월경 전
증 후군을 완화시키기 위한 중재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내분비계 교란 물질 노출

1)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월경 관련 특성, 내분비계 교란 물질 노

내분비계 교란 물질 노출 위험 행위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일어나

출, 감정 노동, 동료 지지 및 월경 전 증후군 정도를 파악한다.

는지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Kim과 Kim [18]이 개발한 환경

2) 일반적 특성과 월경 관련 특성에 따른 월경 전 증후군 정도의 차

호르몬 노출 저감화 행동 측정 도구에 “면 생리대를 사용한다”는 1

이를 확인한다.

3) 간호사의 월경 전 증후군과 관련 요인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4) 간호사의 월경 전 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항목을 추가하고, Kim과 Kim [18]의 항목 중 노출을 줄이는 저감
화 행위는 역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총

24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점수의 범위는 24점부터 1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내분비계 교란 물질 노출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Methods
Ethics statement: This study was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Yonsei University Wonju Severance Christian
Hospital (IRB-CR318140).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from the subjects.

본 연구에서 사용한 수정 보완된 도구는 여성건강간호학 전공 교수

2인, 예방의학 교수 1인이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면 생리대 사용
에 대한 1문항이 추가된 24문항의 도구를 사용한 Park과 Park [16]
에게 도구 사용 허락을 받아 사용하였다. Kim과 Kim [18]의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 .83, Park과 Park [16]의 연구에
서는 Cronbach’s α = .8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74였다.

연구 설계 및 연구 대상

감정 노동

본 연구는 간호사의 월경 전 증후군의 영향 요인을 규명하는 상관

서비스를 거래하는 상황에서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데

성 조사 연구 설계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강원도 W시 소재의 Y

필요한 노력, 계획, 통제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Kim [19]의 도

대학 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간호사로 대상자의 수는 G power

구를 도구개발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였으며, 총 9문항으로 구성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중 회귀분석에서 유
의수준 .05,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중간 효과의 크기 .15 [16], 검정
력(1-β)을 80%, 독립변수를 9개로 하였을 때 118명이 산출되었으
나,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131명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미회
수된 질문지 6부와 불성실한 응답을 한 질문지 3부를 제외한 122부
를 최종 분석하여 응답률은 93.1%이며, 최소 표본 수인 118명을 충

된 Likert 5점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9점에서 45점으로 점수가 높

족하였다. 본 연구의 선정 기준은 세계보건기구 기준 가임 여성의

조직 내 직장 상사, 동료 및 후배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서적, 정보

연령인 49세 이하 여성, 인공 폐경, 조기 폐경, 자연 폐경이 안 된 여

적, 물질적 지지로서, 본 연구에서는 Yang [20]의 도구를 이용하여

성, 연구 목적과 내용을 이해하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동

상사, 동료 및 후배 간호사로부터 받은 부서원의 사회적 지지를 측

의한 여성이며, 제외 기준은 월경 주기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였기

정하였다. 도구는 개발자의 사용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였으며, 총

때문에 임신 중 또는 수유 중인 여성은 제외하였다.

20개 문항의 Likert 5점 척도이고 점수의 범위는 20점에서 100점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동료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Yang [20]의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α = .94,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95였다.

연구 도구

을 수록 감정 노동 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 [1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86,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7이었다.
동료 지지

월경 전 증후군
월경 전 약 2-10일에 시작하여 월경 시작 직전이나 월경 직후에 소

일반적 특성 및 월경 관련 특성

실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신체적, 정서적, 행동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근무 부서, 결혼 여부를, 월경 관련

https://doi.org/10.4069/kjwhn.2020.06.18

173

Chang HY and Park SM • Factors influencing premenstrual syndrome

특성은 초경 나이, 월경 전 증후군 가족력, 월경량을 조사하였다.
월경량은 월경 혈액 손실을 평가하는 Higham 등[21]의 월경량 그
림 평가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패드로 출혈량을 시각화하여
대상자가 하루에 사용하는 패드의 양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패드
의 경우 ‘조금’은 1점, ‘보통’은 5점, ‘매우 많음’은 20점으로 계산
하고 총점수가 많을수록 월경량이 많음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

이용하였다.

3) 월경 전 증후군과 관련 요인들과의 상관관계는 연속형 변수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이분형 변수는 Spearma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4) 월경 전 증후군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는 Higham 등[21]의 기준을 적용하여 점수가 100점 이상인 경우
월경 과다로 간주하였다.

Results

자료 수집 절차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월경 관련 특성

자료 수집 절차는 간호국에 연구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자료 수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8.90±6.92세였고, 20대가 73.8%로 대부

집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 각 병동에 본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분을 차지하였으며, 미혼이 98명(80.3%)이었다. 근무 부서는 일반

병동 간호차장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

부서인 병동 근무 60명(49.2%), 외래 근무 14명(11.4%)이었으며,

한 자에게 설문지 배부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설문지 회수는 연구

특수 부서인 중환자실 근무 30 명( 24 . 6 %), 응급실 근무 18 명

자가 7-10일 후 각 병동을 방문하여 회수 봉투에 담겨 있는 설문지

(14.8%)이었다. 초경 연령은 평균 12.95±1.59세였으며, 월경 전

를 회수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9년 3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증후군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43명(35.2%)이었고, 월경량은 월

자가 보고형 설문지법을 이용하였으며, 응답 소요시간은 약 15-20

경 과다가 78명(63.9%)이었다(Table 1).

분이었다.

자료 분석 방법

내분비계 교란 물질 노출 정도, 감정 노동, 동료 지지 및 월경 전
증후군 정도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for Windows ver. 23.0 (IBM Corp., Ar-

대상자의 내분비계 교란 물질 노출 정도, 감정 노동과 동료 지지 및

monk, NY,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월경 관련 특성, 월경 전 증후군, 내분

월경 전 증후군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내분비계 교란 물질 노출

비계 교란 물질 노출 정도, 감정 노동, 동료 지지의 기술 통계로

동은 총점 45점 만점에 평균 31.71±5.76점, 동료 지지는 총점 100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다.

점 만점에 평균 77.36±12.06점, 월경 전 증후군은 총점 57점 만점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월경 전 증후군의 차이는 독립표본 t-test를

정도는 총점 120점 만점에 평균 61.12±11.59점이었으며, 감정 노

에 평균 17.01±9.07점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월경 전 증후군 차이
Table 1. Distribution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12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월경 전 증후군 차이를 분석한 결과

Characteristic
Age (year)

중환자실과 응급실에 근무한 간호사들이 일반 병동과 외래에 근무

Working department

Marital status
Age at menarche (year)
Family history of
premenstrual syndrome
Amount of menstruation

Categories
≤ 29
≥ 30
General unit
Ward
OPD
Special unit
ICU
ER
Unmarried
Married

n (%)
90 (73.8)
32 (26.2)

Mean± SD
28.90± 6.92

는 간호사가 가족력이 없는 간호사보다(t = 2.01, p = .045), 월경량
이 정상인 간호사보다 월경 과다인 간호사가(t = -3.04, p = .003) 통

60 (49.2)
14 (11.5)

계적으로 유의하게 월경 전 증후군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30 (24.6)
18 (14.8)
98 (80.3)
24 (19.7)

월경 전 증후군과 관련 요인과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월경 전 증후군과 주요 변인과의 관련성은 Table 4와 같
12.95± 1.59

Yes
No
Normal
Menorrhagia

43 (35.2)
79 (64.8)
44 (36.1)
78 (63.9)

ER: Emergency room; ICU: intensive care unit; OPD: outpatient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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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간호사보다(t = -2.59, p = .011), 월경 전 증후군 가족력이 있

다. 일반적 특성과 월경 전 증후군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중환자실과
응급실에 근무하는 경우(rs = .23, p = .011), 월경 전 증후군 가족력
이 있는 경우(rs = .25, p = .007) 및 월경량(r = .20, p = .017)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경 전 증후군은 내분비
계 교란 물질 노출(r = .44, p < .001), 감정 노동(r = .45, p < .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동료 지지(r = -.27, p = .003)와는 음의 상
https://doi.org/10.4069/kjwhn.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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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xposure to endocrine disruptors, burnout, social support from peers, and premenstrual syndrome among participants (N=122)
Variable
Exposure to endocrine-disrupting chemicals
Burnout
Social support from peers
Premenstrual syndrome

Mean ± SD
61.12 ± 11.59
31.71 ± 5.76
77.36 ± 12.06
17.01 ± 9.07

Number of items
24
9
20
19

Item range
1–5
1–5
1–5
0–3

Possible range
24–120
9–45
20–100
0–57

Table 3. Comparison of premenstrual syndrome according to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122)
Characteristic
Age (year)
Working department
Marital status
Family history of premenstrual syndrome
Amount of menstruation

Categories
≤ 29
≥ 30
General unit†
Special unit‡
Unmarried
Married
Yes
No
Normal
Menorrhagia

Mean± SD
16.43± 8.83
17.22± 9.19
15.33± 8.13
19.60± 9.88
17.29± 9.46
15.91± 7.35
19.12± 9.34
14.34± 8.76
13.79± 8.21
18.83± 9.07

t (p)
–0.41 (.676)
–2.59 (.011)
0.66 (.510)
2.01 (.045)
–3.04 (.003)

†

General unit: outpatient departments and wards, ‡Special unit: emergency room and intensive care unit.

Table 4. Relationships among premenstrual syndrome and related factors (N=122)
Variable
Working department†
Family history of PMS†
Amount of menstruation
Exposure to EDCs
Burnout
Social support from peers
PMS

Age
–.03 (.721)
.02 (.824)
07 (.451)
–.21 (.014)
–.20 (.017)
.04 (.681)
–.13 (.177)

Working
department

Family history of
PMS

r/rs(p)
Amount of
menstruation

–.17 (.061)
.04 (.680)
.16 (.076)
.23 (.011)
–.17 (.061)
.23 (.011)

.17 (.062)
–.19 (.032)
.03 (.767)
.01 (.890)
.25 (.007)

.21 (.014)
.24 (.009)
–.06 (.468)
.20 (.017)

Exposure of EDCs

Burnout

.35 (< .001)
–.05 (.547)
.44 (< .001)

–.48 (.< .001)
.45 (< .001)

Social support
from peers

–.27 (.003)

EDCs: Endocrine-disrupting chemicals; PMS: premenstrual syndrome.
†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

관관계를 보였다. 즉, 월경 전 증후군은 내분비계 교란 물질 노출
정도가 높을수록, 감정 노동이 높을수록, 동료 지지가 낮을수록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flation factor)도 1.01-1.23으로 10을 넘지 않으므로 다중 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Durbin-Watson은 2.15로 기준 값
인 2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0 또는 4와 가깝지 않아 독립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 모형은 적합하

월경 전 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고 할 수 있다.

월경 전 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

제1 회귀 모형(F = 3.98, p = .021)의 설명력은 5.0%였으며, 일반

계적 다중 회귀분석으로 일반적 특성인 연령과 근무 부서를, 월경

적 특성인 연령(t = -1.10, p = .271), 근무 부서(t = 2.46, p = .015)로

관련 특성인 월경량과 월경 전 증후군 가족력을, 감정 노동과 동료

근무 부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제 2 회귀 모형( F = 5 . 20 ,

지지를, 내분비계 교란 물질 노출을 단계별로 투입하여 모형을 구

p = .001)의 설명력은 12.0%로 9.0% 증가하였으며, 연령(t = -1.34,
p = .182), 근무 부서(t = 3.08, p = .003), 월경 전 증후군 가족력
(t = 2.27, p = .025), 월경량(t = 2.38, p = .019)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성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본 연구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공차
한계는 모두 0.1 이상의 수치를 보였고,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https://doi.org/10.4069/kjwhn.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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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수는 근무 부서, 월경량, 월경 전 증후군 가족력 순이었다. 제

킨 모델 1에서는 근무 부서가 응급실과 중환자실인 간호사들의 월

3 회귀 모형(F = 9.42, p < .001)의 설명력은 29.0%로 18.0% 증가하
였으며, 연령(t = -1.47, p = .144), 근무 부서 (t = 3.14, p = .002), 월
경 전 증후군 가족력(t = 2.07, p = .040), 월경량(t = 1.31, p = .192),
감정 노동(t = 4.66, p < .001), 동료 지지(t = -1.94, p = .054)로 통계

경 전 증후군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급실의 경우 보

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감정 노동, 근무 부서, 월경 전 증후군 가족

스가 높고,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월경 전 증후군의 증상이 심하다

력 순이었다. 제4 회귀 모형(F = 11.74, p < .001)의 설명력은 38.0%

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였다[14].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은 환자의 중

로 9.0% 증가하였으며, 연령(t = -0.93, p = .350), 근무 부서(t = 3.05,

등도가 높거나 위급한 상황 발생이 잦은 부서이므로, 이 곳에서 근

p = .003), 월경 전 증후군 가족력(t = 2.65, p = .009), 월경량(t = 1.36,
p = . 176 ), 감정 노동( t = 3 . 48 , p = . 001 ), 동료 지지( t = - 2 . 04 ,
p = .043), 내분비계 교란 물질 노출(t = 4.18, p < .001)로 통계적으로

무하는 간호사는 일반 병동 간호사보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유의한 변수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 노출, 감정 노동, 근무 부서, 월

와 특수 부서에서의 근무 기간 등을 확인하여 배치하는 전략이 필

경 전 증후군 가족력, 동료 지지 순이었다.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호자와 직접적인 대면이 많아 각종 불만에 노출되고 언어 폭력의
대상이 되기도 하여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대상자를 대해야 하므
로 감정 노동이 높은 부서로서[23], 감정 노동이 높을수록 스트레

상황이 빈번하여 월경 전 증후군 증상을 더 심하게 호소하는 것으
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간호사의 부서 이동 시 개인의 부서 선호도

또한 월경 전 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 월경 관련 특성을 추가시킨

Discussion

모델 2에서는 월경 전 증후군에 대한 가족력과 월경량이 관련요인

본 연구는 의료기관의 주요 인력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월경 전 증

후군 증상이 더 심하다는 결과[16]와 일치하였는데 가족력은 유전

후군의 관련 요인을 확인하였다. 월경 전 증후군은 증상이 심할 경

적인 요인 뿐 아니라 고칼로리 섭취, 지방, 소금 및 설탕 섭취 등과

우 결근과 생산성 저하를 가져와 직접적 혹은 간접적 의료비용을

같은 식습관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 연구를[9] 고려할 때, 월경 전 증

증가시키는[22] 여성의 건강 문제이다. 그러므로 여성의 생식 건강

후군의 개인적 중재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에게 상호 영향을 미

의 지표가 되는 월경 관련 건강 문제는 여성 스스로가 알아서 해결

칠 수 있는 식생활과 같은 생활 습관에 대해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

해야 할 범주로 간주하는 것을 넘어서 직장이나 조직 내에서도 이

여 교육을 제공하는 전략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월경량이 많

를 완화 시키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

은 경우 월경 전 증후군 증상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 결

간호사의 월경 전 증후군의 관련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투입된

과와도 일치하였다[4]. 월경량 과다는 다양한 여성 생식 건강 문제

위계적 회귀 모델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의 증상 중 하나이지만 월경량이 많은 간호사들은 월경 기간 동안

으로 확인되었다. 월경 전 증후군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월경 전 증

간호사의 월경 전 증후군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 특성을 포함시

근무 시 생리 패드를 자주 교환하여야 하고, 활동량을 줄여야 하는

Table 5. Factors influencing premenstrual syndrome (N=122)
Variable

Model 1
B

β

Model 2
t (p)

Constant
19.15
5.31 (< .001)
Age
–0.12 –.09 –1.10 (.271)
Working department†
4.06
.22 2.46 (.015)
Family history of
premenstrual
syndrome†
Amount of
menstruation
Emotional labor
Support from peers
Exposure to
endocrinedisrupting chemicals
F(df), p
3.98 (1), 021
Adjusted R2
.05
2
R change

B

β

Model 3
t (p)

B

β

Model 4
t (p)

B

0.98 (.329)
–1.47 (.144)
3.14 (.002)
2.07 (.040)

–5.02
–0.09
4.16
3.70

15.42
4.25 (< .001)
–0.15 –.11 –1.34 (.182)
4.96
.26 3.08 (.003)
3.736 .19 2.27 (.025)

7.13
–.148 –.11
4.57
.24
3.07
.16

0.02

0.01

.10

1.31 (.192)

0.01

0.59
–0.11

.37
–.15

4.66 (.000)
–1.94 (.054)

0.43
–0.11
0.25

.20

2.38 (.019)

5.20 (3), 001
.12
.09

9.42 (5), < .001
.29
.18

β

t (p)

–0.67 (.499)
–.06 –0.93 (.350)
.22 3.05 (.003)
.19 2.65 (.009)
.10

1.36 (.176)

.27 3.48 (.001)
–.15 –2.04 (.043)
.32 4.18 (< .001)
11.74 (6), < .001
.38
.09

†

The dummy variable references were working department (emergency room and intensive care unit) and family history of premenstrual syndrome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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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불편을 경험하게 된다[24]. 이러한 월경 과다로 인한 불편함은 월

에서는 유의한 요인으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모델 4에서는 유의한

경 시작 2-10일 전에 나타나는 월경 전 증후군[2] 증상을 초래할 뿐

변수로 제시되었다. 선행 연구에서도 동료 지지가 높을수록 직무

만 아니라 월경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12], 부정적인 여성성을 가져

만족도가 높아 감정 노동이 감소되며[14], 동료 지지가 정서적인

온다[16]. 월경량 과다는 자궁 병변[24]으로 인해 나타날 수도 있는

안정을 주어 직무의 만족도를 높인다[29]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므

증상이므로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병원을 방문해서 상세한 검사

로 동료 지지는 신체·정서·행동의 복합적 증후군인 월경 전 증후군

를 받도록 하는 등 여성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과 같은 간호사의 건강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활용되어

모델 3에서는 간호사의 감정 노동은 월경 전 증후군에 통계적으

야 함을 알 수 있다.

로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감정 노

본 연구는 근무 관련 특성인 감정 노동과 근무 부서가, 그리고 생

동 점수는 45점 만점에 31.71점으로 나타났으며, 이 점수를 5점 척

활습관인 내분비계 교란 물질 노출 정도가 간호사의 월경 전 증후

도로 환산하면 3.52점으로 Jun [25]의 연구에서의 3.42점보다 약간

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높고 5점 척도의 중앙값인 2.50점은 상회하는 점수이다. 그러므로

결과는 교육적 측면에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 이 포함된 물품에

의료계 환경이 고객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최일선에서 대상자를 만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에서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

나는 간호사들은 감정 노동이 심한 직업군이[11] 분명하다고 하겠

도록 보건 교육에 활용할 수 있으며, 실무적 측면에서는 간호사의

다. 감정 노동은 심리적, 정서적인 영향을 넘어 신체적으로도 부정

감정 노동을 줄이기 위해 병동 책임자가 간호사의 개인 역량을 고

적 영향을 미치며[11], 생리 주기, 월경 전 증후군, 월경 통증, 임신,

려한 업무 배정 및 부서 내 동료 지지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여 간

산부인과적 증상과 관련된 생식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호사의 월경 전 증후군 완화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직무 만족도를

고되고 있다[26]. 감정 노동은 스트레스와 긴밀한 연관성이 있고,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한 대학병원에 근무하

스트레스 또한 월경 전 증후군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

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월경 전 증후군의 관련 요인을 확인한 점에

져 있으며[12], Jun [25]의 연구에서도 간호사의 감정 노동이 완화

서 일반화에는 제한이 있지만, 월경 전 증후군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되면 간호사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개선으로 직무 만족도

변수가 내분비계 교란 물질임을 확인하였다. 내분비계 교란 물질 노

및 고객 만족도가 더욱 향상되어 간호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제

출에 대한 인식은 생활 속에서 유해 화학 물질을 피하며 채식 위주의

언하고 있어 간호사의 감정 노동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은 반

식사와 유기농 식품을 선택하는 등의 행동으로 내분비계 교란 물질

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에의 노출로 인한 건강 문제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

내분비계 교란 물질 노출 정도를 포함시킨 최종 모델 4에서는 간

다[30]. 이에 친환경 생활양식과 월경 전 증후군과의 관련성을 확인

호사의 월경 전 증후군 관련 요인이 내분비계 교란 물질 노출 정도,

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내분비계 교란 물질

감정 노동, 근무 부서, 가족력 및 동료 지지 순으로 나타나, 내분비

노출 측정 도구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내용을 측정하는 도구이므

계 교란 물질이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이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로, 보건 의료 환경을 반영하여 측정할 수 있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

내분비계 교란 물질에 노출이 많을수록 체내에 축적된 물질들이 호

노출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 개발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르몬 생산에 영향을 미치므로 월경 전 증후군의 발생 빈도를 높인
다고 보고하고 있다[6]. 내분비계 교란 물질 노출에 대한 위험 행위
의 관련 요인으로 제시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내분비계 교란 물
질 노출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27], Seo와 Kim [28]의 연구에서도 내분비계 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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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의 위험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내분비계 교란 물질에 노출되는
위험 행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내분비계 교란 물질 노출에 대한 위험성 인지 정도를 확
인하고, 일상생활에서 내분비계 교란 물질 노출과 여성 건강이 관
련된 근거를 제시하여 민감성을 높이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또
한 월경 전 증후군 완화를 위해 내분비계 교란 물질 에 노출을 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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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부를 위한 지지적 프로그램이 불확실성, 불안, 태아
애착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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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a supportive program on uncertainty, anxiety, and
maternal-fetal attachment in women with high-risk pregn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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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Nurs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2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a supportive program on uncertainty, anxiety, and maternal-fetal attachment in high-risk pregnant women.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59 high-risk pregnant women admitted to the maternal-fetal intensive care unit. The control group (n=30) received usual treatment and antenatal care, while the experimental group (n=29) received an additional supportive program. Uncertainty, anxiety, and maternal-fetal attachment were measured in both groups prior to the intervention and at 3 days and 10
days after the intervention (or at discharge). Data were analyzed with the t-test, chi-square test, repeated-measures analysis of covariance, and the Greenhouse-Geisser correction in SPSS version
23.0.
Results: A supportive program including information provision, nutritional care, emotional care,
and exercise care was developed from the literature. All variables except women’s length of stay were
found to be homogeneous the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in the pre-test. Length of
stay was calculated as a covariate for testing hypothese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tate
anxiety over time between the two groups, while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uncertainty or maternal-fetal attachment.
Conclusion: This supportive program was identified as an effective nursing intervention on state
anxiety in high-risk pregnant women during their stay in the maternal-fetal intensive care unit. It is
suggested that nurses could apply this program to alleviate high-risk pregnant women’s state anxiety,
and that this program could be modified to be more effective on uncertainty and maternal-fetal attachment in high-risk pregnant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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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High-risk pregnant women who are admitted to the maternal-fetal intensive care unit experience uncertainty, anxiety, and decreased maternal-fetal attachment.
• What this paper adds

A supportive program was found to be an effective nursing intervention for state anxiety in high-risk pregnant women during
their stay in the maternal-fetal intensive care unit.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Maternal-fetal intensive care unit nurses could apply a supportive program to alleviate high-risk pregnant women’s state anxiety.

Introduction

제공하는 정확한 지식과 정보는 고위험 임부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연구 필요성

침상 안정을 하는 고위험 임부의 신체와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고위험 임신은 조기 진통, 조기 양막 파수, 자궁경관 무력증, 전치

줄 수 있다 [11]. 따라서 입원한 고위험 임부가 느끼는 신체적 건강

태반 등의 문제로 일반 임신에 비해 임부와 태아의 건강과 생명에

문제,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확실성, 정서적 긴장, 스트레스, 불안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말한다[1]. 고위

등을 완화하고, 고위험 임부와 태아와의 애착 향상을 위해 임상적

험 임신으로 진단받은 임부는 임신 중에 겪는 문제의 위험을 경감

상황을 반영한 지지적인 간호 중재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불안을 경감시키며[10], 적절한 영양 및 스트레스 관리와 운동은

시키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관리와 치료가 가능한 시

이에 고위험 임부의 불확실성, 불안, 모-태아 애착 정도를 파악

설에서 입원 치료를 하게 된다. 입원 치료를 하게 된 고위험 임부는

하고, 고위험 임부가 경험하는 정보 부족, 신체적 건강 문제, 정서

임신 상태에 대한 정보 부족, 임신 결과의 불확실성, 태아 상태 및

적 부담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보 제공, 영양 관리, 정서 관리, 운

안녕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과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로 인해 불안

동 관리 등의 요소가 포함된 지지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해 하며, 이는 결국 고위험 임부의 인지 평가를 방해하여 스트레스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를 일으킨다[2,3]. 고위험 임부의 입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신체
적 활동의 제한으로 수면장애, 불편감, 운동 부족 등을 유발하며,

연구 목적

정서적으로는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게 되어 임신 유지에 부정적으

본 연구는 산모 집중치료실(maternal-fetal intensive care unit,

로 작용한다 [4,5]. 고위험 임부의 부정적인 정서 상태는 결국 고위

MFICU)에 입원한 고위험 임부를 대상으로 지지적 프로그램을 개

험 임부가 태아와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어 태아와의 애

발하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가설은 다음과 같다.

착 형성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6]. 따라서 입원한 고위험 임부가 경

가설 1. 지지적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는 시간

험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더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이 경과함에 따라 불확실성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공받는 것이 필요하고, 신체적·정서적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개

가설 2. 지지적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는 시간

별적이고 효과적인 중재가 요구된다[7].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는

이 경과함에 따라 불안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임신 유지를 위한 치료에 집중되어 침상 안정과 약물 투여 등 의학

가설 3. 지지적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는 시간

적인 처치에만 머무르고 있으며, 고위험 임부를 위한 다양한 중재

이 경과함에 따라 모-태아 애착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7].
현재까지 연구된 고위험 임부에 관한 중재 연구를 보면 이완요
법, 음악요법 등의 단일 요법과 정서적 접근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Methods

중재는 고위험 임부의 불안과 혈압,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말초
피부 온도와 산소 포화도가 증가하는 효과는 있었으나[8,9], 교육
자와 고위험 임부 간의 즉각적인 피드백 부족, 연구 대상자들이 수
동적으로 제공받는 형식의 중재, 정확한 지식 제공 부족, 신체적 건

Ethics statement: This study was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Samsung Medical Center (2017-07-060003).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from the participants.

강 문제 해결에는 적용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고위험 임부에게
https://doi.org/10.4069/kjwhn.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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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설계

였다. 총 20문항 4점 Likert 척도로 각 문항은 1점 “전혀 아니다”에

본 연구는 일개 의료기관에서 수행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실

서 4점 “매우 그렇다”까지 측정되며 점수의 범위는 최소 20점에서

험 효과 확산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비 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 설

최대 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상태 불안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

계를 이용한 유사 실험연구이다.

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92였고[14] 본 연
구에서는 .95였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삼성서울병원 MFICU에 입원한 고위험

모-태아 애착

임부 중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서면 동의한

모-태아 애착은 Cranley [16]가 개발한 Maternal Fetal Attachment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대상자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임신 20주부

자, 2)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자, 3) 의료진 판단 하에 상태가

Scale를 Lee 등[17]이 번역 및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
도는 자신과 태아의 구별 3문항, 태아와의 상호작용 2문항, 태아의
특성과 의도에 대한 추측 3문항, 자기 제공 5문항, 역할 취득 4문
항으로 총 16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항상 그렇다”까지 측정되며 점수 범
위는 최소 16점에서 최대 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모-태아 애착

위중하거나 응급 분만이 예상되는 고위험 임부는 제외하였다. 대상

이 높음을 의미한다. Cranley [16]의 연구에서 개발 당시 도구의 신

자 수는 양측검정에서 유의수준 .05, 검정력 80%로 하고, 유사한

뢰도 Cronbach’s α값은 .80이었고, Lee 등[17]의 연구에서는 .90,

선행 연구 결과에서 산출된 효과 크기(d = 1.23)를 참고하여 큰 효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6

터 33 주 이내의 1) 조기 진통, 2) 조기 양막 파수, 3) 자궁경부 무
력증, 4) 양수 과소, 양수 과다, 5) 자궁 내 발육 지연, 6) 임신성 고
혈압, 7) 임신성 당뇨, 8) 전치 태반 등의 진단을 받은 임부였다. 제
외 기준은 1) 정신질환을 진단받거나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하는

과 크기 0.80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12]. G*power 3.1.9.2 분석
결과 독립표본 t- test에서 이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수는 26명이

지지적 프로그램 개발

었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을 각 30명으로 선정하
였다. 연구 진행 과정에서 실험군 1인이 입원 3일째 퇴원하여 최종

초안 개발

분석 대상은 실험군 29명, 대조군 30명이었다. 중재 오염의 위험을

입원한 고위험 임부를 대상으로 문헌 고찰, 전문가의 자문, 고위험

줄이기 위해 대조군 배정을 우선적으로 하여 측정을 완료한 후 실

임부 간호 경험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의 구성, 중재 내용, 교육

험군을 모집하여 중재를 제공하였다.

방법, 교육 도구, 시간 배분 등에 관한 입원한 고위험 임부 지지적
프로그램 초안을 구성하였다.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도구는 원 개발자와 한국어 번역판 도구 표

지지적 프로그램의 내용타당도 검증

준화 연구자에게 승인을 받거나 구매하였다.

개발된 초안에 대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일부 중재를 수정
보완하였다. 최종 개발된 프로그램의 내용타당도 검증은 간호학교

불확실성

수 1인, 산부인과 전문의 3인, 산과 병동과 분만장 파트장을 포함

불확실성은 Mishel [13]이 개발한 Mishel Uncertainty in Illness

한 고위험 임부 간호를 경험한 간호사 3인, 신생아 중환자실 근무

Scale을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간호학과 교수 1인이 번역본을 완
성하고, 이중 언어에 능통한(한국어, 영어) 2인이 영어로 역번역을
하였다. 이 척도는 모호성 13문항, 복잡성 7문항, 비예측성 7문항,
정보 결여 5문항으로 총 33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 측
정되며 점수 범위는 최소 33점에서 최대 16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

경험이 있는 간호사 1인, 신생아실 간호사 1인, 국제 모유 수유 전

록 불확실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지지적 프로그램의 내용은 문헌 고찰, 전문가의 자문을 수렴하고,

Cronbach’s α값은 .70-.91이었고[13] 본 연구에서는 .76이었다.

연구자의 고위험 임부 간호 경험에 근거하여 고위험 임부가 안정감

문 간호사 1인, 영양사 1인 등 총 11인에게 내용타당도 검증을 의
뢰하였다. 내용타당도 검증은 content validity index (CVI) 0.92 이
상을 받았다.

지지적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

을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 제공을 원칙으로 하

불안
불안은 Spielberger 등[14]에 의해 개발된 State-Trait Anxiety In-

ventory를 한국인에 맞게 Han 등[15]이 제작한 State-Trait Anxiety
Inventory-form Korean YZ형의 검사 중 상태불안 척도를 사용하
182

여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 및 적용 방법을 정하였다(Table 1).
구성: 고위험 임부에게 제공되는 지지적 프로그램은 정보 제공,
영양 관리, 정서 관리, 운동 관리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중재 내용: 임신과 관련된 정확한 지식을 습득한 임부는 자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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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 supportive program for high-risk pregnant women
Classification
Learning objectives
Lesson contents
Methods
Tools/lecturer
(days after hospitalization)
1. Information provision
Understanding the hospital Information on hospital rooms 1. Providing an educational - Video
(1st, 4th)
rooms for high-risk
in the ward for
video and brochure
- Tablet PC
pregnant women
high-risk pregnant women 2. Q&A
- Brochure/nurse for highrisk pregnant woman
Obstetrics: the participant 1. Definition of high-risk
1. Providing materials for - PowerPoint
can understand and state pregnancy
the “Maternity school” - Tablet PC
her diagnosis, cause,
2. Treatment related to
class
- Brochure/obstetrics
treatment, and prognosis. diagnosis: preterm labor,
2. Providing Q&A cards for specialist
premature rupture of mem- doctors’ rounds
brane, placenta previa,
gestational diabetes,
gestational hypertension
Newborn: the participant 1. Definition of premature ba- 1. Providing materials on - PowerPoint
can understand and state
bies and normal
premature babies
- Tablet PC/pediatrics
a definition, related
newborn babies
2. Providing Q&A cards for specialist
diseases, and how to care 2. Introduction to the method
doctors’ rounds
of premature baby.
of caring for a premature
baby
3. Kangaroo care
Breastfeeding: the
1. Understanding why
1. Providing an educational - Video
participant is trained in
breastfeeding is important
video & brochure
- Tablet PC
breastfeeding skills and 2. Understanding how to
2. Lecture
- Brochure/international
knows the advantage of
breastfeed
3. Q&A
breastfeeding certified
breastfeeding.
nurse
2. Nutritional care
The participant can
1. Understanding the
1. One-on-one
- Video
(2nd, 4th, 6th)
understand and state a
importance of nutritional
consultations with a
- PowerPoint/nutritionist
pregnant woman’s needs
management during
nutritionist
for nutritional
pregnancy
2. Watching educational
management.
2. Introduction of proper
video
caloric intake and essential
nutrients
3. Emotional care
Art therapy: the participant 1. Drawing one’s thoughts
1. One-on-one
- Sketchbook
(2nd to 10th)
can express her feelings
about the present state
consultation with an art - Colored pencil
and can get emotional
2. Expressing one’s feelings
therapist
- Coloring book/art
relaxation and support.
through consultation
2. Using a coloring book
therapist
3. Reducing stress through
color therapy
Music therapy: the
1. Listening to live classic
1. Performance of classical - Classical music/talent
participant can reduce
music
music for a small group donation group
her stress and can
2. Explanation of stories about
receive emotional
each piece of music: the
relaxation and support.
meaning, background, and
composer
Fetus diary: the participant 1. Looking back on one’s
1. Writing a fetus diary
- Diary/nurse in high risk
is encouraged to improve
feelings and thoughts about 2. One-on-one
pregnant woman
maternal-fetal
the fetus and oneself in a
consultation
attachment and can tell
day
how much she is
2. Sharing one’s feelings about
anticipating the delivery
the delivery and fetus
and baby.
4. Exercise care
Education on bed exercise; 1. Understanding the
1. Following the bed
- Video
(3rd to 10th)
the participant can
importance of exercise
exercise video
- Compression stockings/
activate her physical
during pregnancy
2. Providing compression
nurse for high-risk pregabilities and engage in 2. Introduction to the bed
stockings
nant women
muscular strengthening
exercise program for high- 3. Q&A
before delivery.
risk pregnant woman
4. The participants were
3. Exercise types are divided
given exercise types and
into neck, arm (hands,
times adjusted
wrists, elbows, shoulders),
according to their
and leg (foot, ankles, knees)
condition.
exercises.

Time
(minute)
10–30

30–60

30–60

30–60

30–60

30–60

60

30–60

30

PC: Personal computer; PowerPoint; Q&A: question an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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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능력이 향상되고, 건강한 임신 상태의 유지와 관련된 자신감을

시 프로그램을 위해 제작한 회진 카드를 제공하였다. 회진 카드는

가질 수 있다[ 18 ]. 따라서 정보 제공 영역은 고위험 임부에게

고위험 임부가 진료과 회진 전 궁금한 사항을 미리 작성하고, 담당

MFICU 소개 및 병실 생활 안내, 고위험 임부 질환 관련 정보, 미

간호사나 연구자가 질문의 내용을 파악하여 산과 전문의가 질문에

숙아와 신생아의 성장과 발달, 캥거루 케어, 아기 돌보는 법 등의

대답하도록 하였다. 회진 카드는 입원 1일째부터 연구 종료 10일째

정보를 제공하였다. 모유 수유는 모유 수유하는 방법, 유축기 사용

까지 진행되었고, 시간은 10분에서 60분을 제공하였다. 지속적인

법, 유방 관리, 모유 저장 관리 등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정보와 새로운 주제의 정보 제공을 위해 입원 4일째 신생아 및 미

임신 중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양수의 맛을 변화시켜 아

숙아 정보 및 모유 수유 정보에 대해 연구자, 연구 보조자, 국제 모

기가 여러 가지 음식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19]. 또한,

유 수유 간호사가 tablet PC의 PPT 자료와 유인물을 이용하여 구

태아의 체중은 심한 영양 부족일 때는 유산, 미숙아, 조산의 가능성

두로 설명하고, 시범을 보였다. 또한, 신생아와 미숙아, 모유 수유

이 있고, 과다한 체중 증가는 거대아, 분만 과정의 어려움을 초래한

관련 궁금증 해결을 위한 회진 카드를 제공하여 질문과 대답으로

다[19]. 따라서 영양 관리 영역은 침상 안정을 하는 고위험 임부의

진행하였고, 시간은 30분에서 60분을 제공하였다.

영양 관리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입원과 동시에
영양과 협진을 통한 전문 영양사의 방문과 상담으로 구성하였다.

영양 관리

정서 관리는 임부의 불안 및 스트레스에 긍정적인 효과에 영향

영양 관리는 입원일에 담당 의사가 기본 처방에 영양 관리 처방과,

을 주며, 통증 감소에도 효과적이다[20]. 따라서 정서 관리 영역은

영양과 협진을 의뢰하고, 중재는 입원 2일째에 제공하였다. 입원 2

미술 치료사와의 1:1 상담과 음악 공연을 통한 스트레스 인지 및

일째에 전문 영양사가 고위험 임부에게 직접 방문하여 1:1로 고위

정서 관리로 구성되었다. 미술 치료사와 함께 1:1로 미술 치료, 조

험 임부의 진단명에 따른 영양 상담, 침상 안정 시 필요한 영양 관

물 작품 만들기, 그림 그리기를 진행하였고, 재능 기부를 활용한 음

에 대해 유인물과 함께 구두로 설명하였다. 영양 관리는 입원 4일

악 공연을 통하여 음악 감상을 진행하였다. 태아 일기 작성은 태아

째와 6일째에 전문 영양사가 재방문하여 잘 수행하는지, 어려움은

일기장을 제공하고 자유롭게 아기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나 일기를

없는지 사후 관리를 하였다.

작성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임신 중 운동은 혈액 순환을 돕고 불안과 긴장을 낮추며 마음을

정서 관리

안정되게 하여, 태아의 건강 상태를 향상시키고 임부의 당뇨를 예방

정서 관리는 입원 2일째를 시작으로 10일째까지 고위험 임부의 컨

하는 등 모든 측면에서 임부 건강에 도움이 된다[21]. 따라서 운동

디션에 따라 시간을 배분하여 시행하였다. 미술 상담은 미술 치료

관리 영역은 입원한 고위험 임부에게 압박 스타킹을 제공하며 목적

사가 병실에 직접 방문하여 고위험 임부와 1:1로 조물 만들기, 컬

과 착용법을 설명하고, 침상 운동 동영상을 임부의 휴대전화로 발송

러링 그리기, 그림을 통한 상담 등을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중재가

하여, 하루 2회(오전, 오후) 이상 침상 운동을 하도록 독려하였다.

이루어지기 전 미리 고위험 임부에게 하고 싶은 미술 활동을 파악

교육 방법: Tablet personal computer (PC)를 입원과 동시에 제공하
며, 개별 PowerPoint (PPT) 슬라이드 교육, 개별 동영상 감상을 진행

하고 미술 치료사에게 전달하여 미술 치료사가 필요한 재료를 준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간은 30분에서 60분을 제공하였다.

하였다. 회진 카드 제공 및 수거, 진료과 의사와 간호사의 상담, 국제

음악 감상은 연구자와 담당 간호사가 고위험 임부에게 공연 시

모유 수유 간호사, 영양사의 방문 상담과 관리, 미술 치료사와 상담,

간과 공연 내용이 인쇄되어 있는 유인물을 공연 전 미리 제공하고,

음악 공연 감상, 태아 일기 작성 등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음악가들이 병실에 직접 방문하여 악기를 연주하였다. 음악 감상
시에는 본인이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하고, 고위험 임부의 개인

지지적 프로그램 적용

요구에 따라 병실 커튼을 열거나 닫아서 진행하였다. 연주곡은 태
교 클래식과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음악으로 구성되었으며, 공연 횟

정보 제공

수는 중재 기간에 적어도 1회, 시간은 30분을 제공하였다.

프로그램 중재는 담당 간호사나 연구자가 입원 1일째 MFICU 소

태아 일기장은 입원 2일째 연구자가 고위험 임부에게 태아 일기

개 및 병실 생활 안내를 책자와 tablet PC를 통해 설명하였다. 고위

장과 필기도구를 제공하였다. 일기장에 태아에 대한 생각, 입원 생

험 임부 질환은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제작하고, 고위험 임부 진단

활 등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사진을 붙이는

명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maternity school class를 tablet PC

공간도 제공하여 초음파 사진 등을 간직하거나 붙이도록 하였다.

를 통해 설명하고 읽도록 하였다. 정보 제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위험 임부에게 중요한 내용에 대해 피드백 질문을 하여 이해 정

운동 관리

도를 파악하였다.

운동 관리는 입원 3일째에 시작하여 연구 종료 시까지 실시하였다.

고위험 임부 질환 및 여러 상황에 대한 궁금증 해결을 위해 입원
184

입원 1일째 압박 스타킹을 제공하고 목적, 착용법 설명과 시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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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 후, 입원 2일째 아침부터 착용하고 저녁에 벗도록 하였다. 침

사후 조사

상 운동은 연구자와 담당 간호사가 제작한 동영상을 입원 2일째에

사후 조사는 두 군 모두 입원 3일째와 10일째 사전 검사와 같은 종

임부의 휴대전호로 발송하였다. 입원 3일째부터 연구자나 담당 간

속변수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였고, 설문지 작성은 10분 정도가

호사가 임부의 침상으로 가서 동영상을 보면서 운동 목적과 방법을

소요되었다. 사후 조사는 고위험 임부의 입원 기간을 고려하고, 고

시범과 함께 설명하였다. 이후 입원 후 10일까지 하루 2회(오전, 오

위험 임부의 증상이 안정되는 시기가 3일[22]과 10일[23]이라는 선

후) 이상 편안한 시간에 실시하도록 하였다. 운동 유형은 침상 내에

행 연구를 토대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실험군 대상자 중 분만으로

서 머리, 목, 손, 팔, 다리 및 발의 관절 운동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인해 MFICU에 10일째까지 있지 못한 대상자는 분만 후 퇴원일에

운동 시간은 20분 07초이다. 운동은 임부의 상태에 따라 모두 또는

3번째 설문지를 작성하였다(Figure 1).

일부분을 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연구 진행 절차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 23.0 (IBM

대상자 모집은 MFICU에 입원한 고위험 임부를 대상으로 연구자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

가 연구의 목적, 필요성,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

반적 특성과 산과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

여 의사를 보인 대상자에게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수집된 자료는

석하였으며, 종속변수의 등분산은 Levene의 등분산 검정, 실험군-

연구목적 이외에 공개되거나 사용되지 않으며, 대상자의 개인 정보

대조군 간의 동질성은 t-test, chi-squared test로 검정하였다. 종속

는 비밀로 유지하되 익명성이 보장됨을 설명하고, 대상자가 원할

변수의 정규성 검정은 Kolmogorov-Smirnov test, 중재 전·후의 실

경우 언제든지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

험군-대조군 간 불확실성, 불안, 모-태아 애착 정도는 independent

하였다. 자료 수집은 시험 효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조군

t-test, 시간 경과에 따른 실험군-대조군 간 종속변수의 변화는 실험

자료 수집을 종료한 후 실험군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군-대조군 간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은 재원 일수를 공변량으로 하

장소는 MFICU 병실, 대상자는 서울 삼성서울병원의 MFICU에
입원한 고위험 임부, 프로그램 적용은 2017년 9월 1일부터 12월

여 repeated measure ANCOVA로 분석하였다. 구형성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Greenhouse-Geisser의 epsilon 교정 분석을 하였다.

31일까지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운영자 및 전문가 준비
연구자는 산과 병동 간호사로 10년간 근무하였고 신생아 중환자실
근무 경력이 있으며, 국제 모유 수유 전문가로 산모 교육 프로그램

Pre-test

을 다수 이수하였으며 대학원에서 여성건강 간호학을 전공하였다.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서울시 삼성서울병원의 산과 병동 의료진과
간호사, 영양사, 국제 모유 수유 간호사, 미술 심리 치료사, 음악 단
체를 섭외하여 참여하도록 하였다. 사전에 참여자에게 프로그램 내

Allocated to control (n=30)
• Received usual care (n=30)

용과 취지, 주의 사항에 대해 직접 설명하였고 프로그램이 일관성

Allocated to intervention (n=30)
• Received supportive program
from days 1-10 of admission
(or at discharge) (n=30)

있게 진행되도록 하였다.
Post-test 1
(at 3rd day)

사전 조사
사전 조사는 두 군 모두 입원 1일째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

Included in analysis (n=30)

Included in analysis (n=30)

성, 산과적 특성, 불확실성, 불안, 모-태아 애착을 조사하였고, 설
문지 작성은 1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Figure 1).

중재 적용

Post-test 2
(at 10th day or at
discharge)

실험군에게는 평균 재원 일수를 고려하여 입원 1일째부터 10일째
까지 본 연구자가 개발한 지지적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대조군에

Included in analysis (n=30)

게는 기존에 시행하던 일상적 입원 생활 안내, 의료진 정규 회진,

Included in analysis (n=29)
• Excluded from analysis
(discharged on 3rd day of
admission) (n=1)

치료와 관련된 일반적인 간호 중재를 제공하였다. 두 군 모두에게
자료 수집이 종료된 후에 소정의 감사 선물을 제공하였다.
https://doi.org/10.4069/kjwhn.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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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omogeneity test of general and obstetric characteristic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N=59)
Variable

n (%) or mean± SD
Experimental group (n= 29)
Control group (n= 30)
33.79± 4.40
33.13± 3.40
29.10± 2.92
28.90± 0.22
8.31± 2.12
9.53± 1.17
16 (55.2)
12 (40.0)
13 (44.8)
18 (60.0)
15 (51.7)
20 (66.7)
14 (48.3)
10 (33.3)
8 (27.6)
8 (26.7)
21 (72.4)
22 (73.3)
4 (13.8)
2 (6.7)
25 (86.2)
28 (93.3)
9 (31.0)
7 (23.3)
20 (69.0)
23 (76.7)
7 (24.1)
4 (13.3)
22 (75.9)
26 (86.7)
11 (37.9)
14 (46.7)

Categories

Age (year)
Gestational period (week)
Length of stay (day)
Religion
Occupation
Need for financial aid
Level of education
Birth experience
Experience of preterm birth
Experience of treatment for
preterm birth

Yes
No
Yes
No
Yes
No
High school
College or higher
Yes
No
Yes
No
Yes

No
Regular antenatal screening
Yes
No
Experience of artificial insemination Yes
No
Diagnosis
Preterm labor
PPROM
Short cervix
Placenta previa totalis
Gestational hypertension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IIOC
Other
Experience of childbirth program Yes
No

18 (62.1)
25 (86.2)
4 (13.8)
9 (31.0)
20 (69.0)
7 (24.1)
4 (13.8)
10 (34.5)
2 (6.9)
3 (10.3)
0 (0.0)

16 (53.3)
27 (90.0)
3 (10.0)
5 (16.7)
25 (83.3)
9 (30.0)
4 (13.3)
6 (20.0)
1 (3.3)
4 (13.3)
1 (3.3)

0 (0.0)
3 (10.3)
4 (13.8)
25 (86.2)

1 (3.3)
4 (13.3)
7 (23.3)
23 (76.7)

χ2 or t

p

0.65
0.22
–2.73
1.36

.521
.825
.009
.243

1.36

.243

0.01

.937
.424†

0.44

.506

1.14

.287

0.46

.497

.706†
1.68

.195

0.89

.347

IIOC: Incompetent internal os of cervix; PPROM: preterm premature rupture of membranes.
†
Fisher’s exact test.

Table 3. Homogeneity test of research variables i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N=59)
Variable
Uncertainty
Anxiety
Maternal
-fetal
attachment

186

Mean ± SD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n = 29)
(n = 30)
97.31 ± 11.58
96.80 ± 8.97
53.48 ± 14.10
47.30 ± 9.37
60.45 ± 9.09
62.10 ± 11.28

Results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연구변수의 사전 동질성 검증

t

p

0.19
1.98
–0.62

.850
.054
.539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은 재원 일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
서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종속변수인 불확실성, 불안,
모-태아 애착에 대한 사전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 모든 변수에서 동
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종속변수의 정규성 검정은 Kolm-

ogorov-Smirnov test 결과 불확실성(p = .200), 불안(p = .200), 모태아 애착 정도(p = .200)의 모든 변수에서 정규성을 충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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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uncertainty, anxiety, and maternal-fetal attachment between the groups over time (N=59)
Variable
Uncertainty

Anxiety

Maternal-fetal attachment

Group
Pre-test
Post-test 1
Post-test 2
Pre-test
Post-test 1
Post-test 2
Pre-test
Post-test 1
Post-test 2

Mean± SD
Experimental group
97.31± 11.58
96.31± 10.10
96.66± 10.04
53.48± 14.10
49.34± 13.64
43.72± 13.44
60.45± 9.09
62.34± 8.99
65.69± 9.01

Control group
96.80± 8.97
95.67± 7.53
91.97± 10.16
47.30± 9.37
43.00± 9.09
42.93± 11.02
62.10± 11.28
64.13± 11.65
65.40± 11.36

Source

F

p

Group
Time
G×T
Group
Time
G×T
Group
Time
G×T

0.02
1.53
0.76
1.69
0.61
4.08
0.00
0.48
0.90

.890
.224
.440
.199
.504
.029
.980
.581
.391

Post-test 1: 3 days after admission; post-test 2: 10 days after admission (or at discharge); G×T: group×time.
The covariate was length of stay (=8.93)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test.

고위험 임부를 위한 지지적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8,9]와 유사하다. 선행 연구는 단일 중재로 이완요법은 1일 2회를

지지적 프로그램이 입원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불확실성, 불안, 모태아 애착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두 군 간에 동질

5일 동안 적용, 음악요법은 1일 3회를 4일 동안 적용하였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 음악요법은 10일의 연구 기간 동안 1회 적용했음에

성이 확보되지 않은 재원 일수를 공변량으로 하여 반복 측정 공분

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산전에 병

산 분석을 수행하였다. Mauchly의 단위행렬 검정 결과 모든 변수

합 중재가 단독 중재에 비해 임부의 불안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에서 구형성이 충족되지 않아(p < .05) Greenhouse-Geisser의 epsi-

있다는 선행 연구[24]와 유사하게, 본 연구가 미술 치료사와의 1:1

lon 교정 분석을 하였다. 가설 검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상담 및 미술 활동, 태아 일기 작성 등 2가지 이상의 중재를 적용한

가설 1. 불확실성은 중재 전, 입원 3일, 입원 10일(또는 퇴원일)에

결과라고 생각된다. 미술은 정서를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다루는 것

실험군은 97.31±11.58, 96.31±10.10, 96.66±10.04, 대조군은

으로, 언어적으로 경험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정서와 반응들을 미

96.80±8.97, 95.67±7.53, 91.97±10.16으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F = 0.76, p = .440) 가설 1은 기각되었다.
가설 2. 불안은 중재 전, 입원 3일, 입원 10일(또는 퇴원일)의 점수
가 실험군은 53.48±14.10, 49.34±13.64, 43.72±13.44, 대조군
은 47.30±9.37, 43.00±9.09, 42.93±11.02으로 두 집단 간에 유
의한 차이가 있어(F = 4.08, p = .029) 가설 2는 채택되었다.
가설 3. 모-태아 애착은 실험군은 중재 전, 입원 3일, 입원 10일(또
는 퇴원일)의 점수가 60.45±9.09, 62.34±8.99, 65.69±9.01, 대
조군은 62.10±11.28, 64.13±11.65, 65.40±11.36으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F = 0.90, p = .391) 가설 3은 기각되었다.

술 재료나 이미지를 통해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의 중재 활동이 고위험 임부들로 하여금 보다 덜 방어적으로 자기
자신을 개방하고 감정을 발산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선행 연구들은 연구자의 지도에 따라 간접적인 방
식의 중재가 이루어진 반면, 본 프로그램에서는 고위험 임부가 직
접 작품 만들기, 그림 그리기, 태아 일기 작성 등의 활동을 한 것이
고위험 임부의 불안을 낮추는 데 유용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불확실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관절 치환술 수술 대기 환자에게 소책
자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한 경우 수술 직전 환자의 불확실성이
감소하였고[25], PPT 슬라이드를 이용한 시청각 자료로 정보를 제

Discussion

공했을 때 자궁적출술 환자의 수술 대기 중 불확실성이 감소했다는

본 연구는 침상 안정 중인 고위험 임부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지적

단일 질환이었으나 고위험 임부는 임부 자신과 태아 문제까지 포함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tablet PC, 휴대전화, 1:1 대면 방문 등의 방

된 복잡한 질환인 만큼, 정보 제공만으로는 고위험 임부의 불확실

법을 활용하여 다학제적인 접근에 의한 중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성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선행 연

그 의의가 있다. 가설 검정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하고자

구에선 실험군에게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집중적인 정보 제공을 하

한다.

였고[25,26],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주제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는

연구 결과[26]와 상반된 결과이다. 선행 연구는 수술로 해결되는

본 연구에서 불안은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불안이 통계적으로

고위험 임부들이 지루해 하지 않는 장점은 있으나, 한 가지 주제에

유의하게 낮아졌다. 이 결과는 조기 진통 임부를 대상으로 이완요

집중하지 못 했을 수 있다. 특히, 선행 연구에서는 수술 환자의 불

법, 음악요법을 적용하여 상태불안 점수가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

확실성 감소를 위해 수술 모형을 이용한 실습, 수술실 이동경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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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등의 직접 활동을 하였으나[26], 본 연구의 경우 침상 안정만 하

등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또한 고위험 임부의 요구가 사전에 조

는 제한된 활동이 실험군의 불확실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사되지 않은 연구라는 것 역시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다음 프로그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

램 개발 시에는 고위험 임부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한 설문조사가

지만 입원 10일(또는 퇴원 시)에 오히려 대조군의 불확실성이 실험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군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추후 추적 결과 실험군이 입원 기간 동안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지적 프로그램은 고위험 임

상태 변화, 응급 분만 등의 상황적 위기가 대조군보다 상대적으로

부의 불안을 낮추는 데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결과는 고위험 임부의 불확실성을

구는 일개 종합병원의 MFICU에 입원한 고위험 임부를 대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조기 분만, 부정적 임신 결과 등 개인이 처한

하였고, 짧은 기간 동안의 자료 수집에 의한 연구 결과이므로 일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중재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화에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관에 입원

마지막으로 모-태아 애착은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

한 고위험 임부를 대상으로 예상되는 조기 분만이나 바람직하지 않

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모유 수유 동영상, 미숙아 교육,

은 출산 결과 등 고위험 임부의 개인적 상황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태교 음악 중심의 공연, 태아 일기 작성을 통해 모-태아 애착을 높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이고자 하였다. 고위험 임부를 대상으로 모-태아 애착을 측정한 선
행 중재 논문은 없지만, 입원한 조기 진통 임부의 모-태아 애착 행
위가 정상 임부와 미혼모 대상 임부들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7]로
유추해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이는 임부의 정
서에 영향을 끼치는 외부 요인 중 하나인 입원으로 인해 다양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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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에 노출되어 임부의 정서 및 모-태아 애착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된다[6]. 한편, 면회 제한으로 인해 가족이 함께 있지
못하여 가족의 지지를 받을 수 없고, 태아와의 애착을 위해 배우자
의 목소리나 발달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도 결과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임신 중 주변 사람들에게서 받는 심리적
지지는 임부의 태아에 대한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높이는 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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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었던 결과[6,27]는 배우자의 참여 및 가족 지지의 역할을 강조
하고 있다. 또한, 조기 진통 임부는 장기간 입원 시 신체적 불편감
으로 인해 태아 애착 행위가 오히려 감소[7]하고, 고위험 임부는 입
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다[28]는 것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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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한 점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
의 대상인 고위험 임부를 위한 지지적 프로그램은 고위험 임부의
불안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본 연
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MFICU에 입원한 고위험 임부를 위한
최초의 지지적 프로그램 개발 및 중재 연구로, 침상 안정만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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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부에게 적절한 중재를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적용
한 점, 실제 임상 처방에 중재 부분을 접목한 점, 다양한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진 중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 설계 단계 에서 실험 결과 측정을 사전, 입원 후 3일째,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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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10일째로 계획한 것과 달리 대상자의 일부가 입원 후 10일 이내
에 응급 분만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 경우에 사후 반복 측정을 퇴
원시에 하게 되었다. 이 결과 사전 동질성 검증에서 실험군-대조군
간 재원 일수에 차이가 있어 이를 공변량 처리하여 보완하고자 하
였다. 이 결과는 추후 연구에서 고위험 임부의 응급 분만 사례를 고
려한 연구 설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환자 개인에게 맞는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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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선택 및 개인별 접근이 아닌 점이나 연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
은 점, 프로그램 중재 장소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공간이 아닌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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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진통 임부의 불안과 스마트폰 의존도가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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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anxiety and smartphone dependency on sleep quality
among pregnant women with preterm labor
Hee Jeong Lee1, Hye Young Ki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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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nxiety and smartphone dependency on sleep quality in pregnant women with preterm labor.
Method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111 pregnant women who were between 20 and 37
weeks of gestation and experienced preterm labor.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1, 2018 to
October 25, 2019.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frequency, percentage, and standard deviation), as well as the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Results: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anxiety and sleep quality and between smartphone dependency and sleep quality. Participants’ history of preterm birth, pregnancy
method, bowel movements, anxiety, and smartphone dependency significantly affected sleep quality,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18%.
Conclusion: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sleep, which is an important health-related factor for
pregnant women experiencing preterm labor, it will be necessary to identify a history of premature
birth, pregnancies achieved using artificial reproductive technology, bowel problems, and smartphone dependency in advance and to provide nursing interventions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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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Anxiety and sleep quality are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pregnant women’s health, and increasingly many health problems
are caused by smartphone dependency.
• What this paper adds

History of preterm delivery, method of pregnancy, bowel movements, and smartphone dependency had significant impacts on
sleep quality among women experiencing preterm labor.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To improve sleep quality, it will be necessary to identify a history of preterm labor, whether pregnancy was achieved using artificial
reproductive technology, bowel problems, and smartphone dependency, which were important factors in women experiencing
preterm labor.

Introduction

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휴대성이 좋

연구 필요성

의존이라는 문제점도 증가하고 있다[11]. 스마트폰 사용 실태 조사

최근 우리나라 인구 동향 발표에 따르면 전체 출산율은 매년 1명
이하를 기록하며 급격히 감소하고 있지만, 고위험 신생아인 조산아

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보다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 비율이 높게

출산율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출산율에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이 15.8%로 각각 조사되었다[12].

서 조산율은 1997년 3.3%에서 2015년 6.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1].

고 언제 어디서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스마트폰 과

나타났는데, 20대는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이 22.3%, 30대는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을수록 정신적, 신체적 부작용이 나타나며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해 잠드는 데

조산의 주요 원인을 차지하는 조기진통은 임신 20주에서 37주

오랜 시간이 걸리고, 밤에 자주 깨거나 이른 시간 기상, 주간 졸림

사이에 자궁경부의 진행적 변화인 개대와 소실이 동반되면서 규칙

과 같은 수면 장애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3]. 또한 스

적으로 자궁 수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2]. 조기진통으로 진단받

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밝은 빛은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

고 진료를 받은 임부 수는 2015년 38,671명, 2016년 43,052명,

토닌 분비를 저하시켜 수면 장애를 가져온다[14]. 임부에게 있어

2017년 47,469명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는데, 고령 초산 임부

수면은 신체 기능을 회복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

의 비율이 증가하고 여성의 사회활동이 늘면서 이로 인한 정신적,

로, 임부의 적절한 수면은 정신적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15]. 그러

육체적 스트레스가 조산의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3,4].

나 임신 동안 나타나는 호르몬 변화와 생리적 변화는 수면 장애로

조기진통을 진단받은 임부는 임신 유지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여

이어질 수 있는데, 임부의 경우 수면 장애 발생률이 60.0%로 비임

증상을 관찰하고 침상 안정, 진통 억제제와 같은 약물 치료를 받는다

부의 48.0%보다 높다. 임신 기간 중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할 경

[5]. 특히 조기진통 임부의 침상 안정은 가장 빈번하게 시행하는 치료

우 임부와 태아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데, 조산을 높이고 분

적 관리 및 간호 중 하나로, 이는 신체활동을 제한하여 조기 분만을

만 시간을 연장시킨다[16]. 따라서 임부의 수면 질은 건강한 임신

예방하고 태아가 자궁 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 고위험 분

결과를 위해 중재되어야 할 중요한 건강문제이다.

만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다[6]. 조기진통 임부의 침상 안정은 임

조기진통 임부가 정보 획득을 위해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활용

신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침상 안정은

하고 있다는 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9] 조기진통 임부를 대상으

임부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7].

로 한 선행 연구는 조기진통 임부의 상태 불안과 정서적 상태[10],

조기진통 임부는 임신 유지, 출산 및 태아의 상태에 대한 불확실

조기진통 임부의 신체적 요구도[8], 조기진통 임부의 침상 경험[9],

성으로 인해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입원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

조기진통 임부의 간호 요구도[17]에 대한 연구로 한정되어 간호학

가족과의 분리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상태를 경험한다[8]. 장기간

에서 조기진통 임부의 스마트폰 의존도와 수면의 질에 관계된 연구

의 침상 안정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감을 경험하는 조기진통 임부는
불안 해소와 지식 획득을 위해 자신의 상태를 의료진과 상담하기보

는 없었다. 스마트폰 사용인구가 20-30대 여성층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부모가 스마트폰 고위험군일 경우 영유아 자녀도

다 접근이 용이한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상황과 유사한 경험담을

고위험군에 포함될 비율이 높기 때문에[12], 조기진통 임부의 스마

보고 자신의 상태를 예측하며 임신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다[9,10].

트폰 의존도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조기진통 임부들이 정보 탐색 경로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여러 컴

대해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퓨터 지원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로, 시간과 장소에 제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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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의 질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조기진통 임부의 스마트폰 의존 발

tion-Y형(STAI-Y)을 Han 등[19]이 한국어로 번안한 상태 불안 관
련 20문항을 번안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상태 불안 관련 20

생 예방 및 관리, 수면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문항은 염려, 긴장, 초조, 걱정 등에 대해 지금 이 순간에 바로 느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고 있는 상태를 측정하며, 긍정 문항과 부정 문항이 각 10개씩 구
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

연구 목적

렇다’까지 Likert 4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긍정 문항은 역

본 연구는 조기진통 임부의 불안, 스마트폰 의존도가 수면의 질에

환산 처리했다. 총점 범위는 20점에서 8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

록 상태 불안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Han 등

과 같다.

[1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값 .92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

1) 대상자의 일반적, 산과적 특성에 따른 수면의 질 정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불안, 스마트폰 의존도와 수면의 질과의 상관관계를

bach’s α값은 .93이었다.

임부들의 일반적, 산과적 특성과 함께 불안, 스마트폰 의존도와 수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Methods
Ethics statement: This study was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of Keimyung University (IRB. No. 40525201807-HR-66-05).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from the
participants.

스마트폰 의존도
Kim 등[20]이 개발한 성인 스마트폰 의존도 자가진단척도(S-척도)
를 원저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했다. 스마트폰 의존도 척도는 총 15
문항으로, 하위척도는 일상생활 장애 5문항, 가상세계 지향성 2문
항, 금단 4문항, 내성 4문항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
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까지

Likert 4점 척도이며 총점 범위는 15점에서 60점까지로 점수가 높
을수록 스마트폰 의존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 등[20]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값이 .81이었으며, 본 연구
의 Cronbach’s α값은 .86이었다.

연구 설계

수면의 질

본 연구는 조기진통 임부의 불안, 스마트폰 의존도와 수면의 질 정

수면의 질은 Oh 등[21]이 개발한 측정 도구를 원저자의 승인을 받

도를 확인하고, 조기진통 임부의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 사용했으며 총 15문항으로 하위척도는 수면 양상 7문항, 수면

을 파악하고자 하는 상관성 조사연구 설계를 이용하였다.

평가 4문항, 수면 결과 2문항, 수면 저해요인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까

연구 대상

지 Likert 4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긍정문항 2개는 역 환산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구광역시 소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산부인

처리하였다. 총점 범위는 15점에서 6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과 병동에 조기진통으로 진단받고 입원 중인 임부를 대상으로 하였

수면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Oh 등[21]의 연

다. 연구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조기진통 조기진통을 주 진단으로

구에서는 Cronbach’s α값이 .75였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값

입원한 임신 20주에서 37주 미만의 임부이고, 본 연구의 목적을 이

은 .89로 나타났다.

해하고 참여를 하고 설문지 내용을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임부
를 포함하였다. 정신과적 질환을 진단받은 경험이 있거나, 현재 정

자료 수집

신과적 약물을 복용하거나 신체적 장애 및 기타 장애로 설문지를

자료 수집은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10월 25일까지 대구광역

읽고 답할 수 없는 임부와 결혼이주여성은 제외하였다.

시 소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조기진통 임부를 모집하였으며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사용하

입원 병동에 모집공고문을 게시하여 자율적 참여의사를 밝힌 임부

여 선행 연구[15]에서 제시한 유의수준 .05,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

에게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f2) .20, 검정력 .80을 기준으로 예측변수 17개를 투입했을 때 최

회수는 밀봉상태로 자유롭게 제출하여 연구자가 수거하였고 답례로

소한의 표본수 104명이 산출되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120명에게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였다. 총 120명의 대상자에게 설문조사를 진

자료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 중 불성실한 답변을 한 9명의 자

행하여 불성실한 답변을 제외한 11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료는 제외하여 최종 11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for Windows ver.

24.0 (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불안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Spielberger [18]의 State Trait Anxiety Invenhttps://doi.org/10.4069/kjwhn.2020.06.18.2

대상자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 백분율, 표준편차 등의 기
술통계를 실시했다. 대상자의 불안, 스마트폰 의존도와 수면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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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및 표준편차로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특성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이용하여 검토했다. 그 결과

에 따른 수면의 질 정도의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불
안, 스마트폰 의존도와 수면의 질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Durbin-Watson 지수는 1.557로 2에 가까워 자기 상관이 없었으
며, VIF는 1.012-1.068의 10 미만으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상관관계 분석(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을 하였으며, 대상자

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 수면의 질에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

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하였다.

조기진통 임부의 불안, 스마트폰 의존도가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수면
시간, 배변 양상, 조산 유무, 임신 방법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회

Results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 중 명목변수는 더

대상자의 특성

입한 모형 1의 경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가운데 배변 양상 중 정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33.58세였으며, 35세 이상인 경우가 42.3%

상일수록(t = 2.57, p = .011), 임신 방법 중 자연 임신일 경우(t = 2.68, p =.008)와 조산 경험이 없는 경우(t =-2.41, p =.017) 수면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의 설명력은
14%로 분석되었다(F = 5.50, p <.001). 모형 1에 투입된 변수들을 통
제한 모델 2에서 불안, 스마트폰 의존도를 추가로 투입한 경우 회귀
모형이 유의하였으며 모형 2 의 설명력은 18 %로 분석되었다
(F = 5.23, p <.001). 그러나 개별 변수 불안에서는 유의성이 나타나
지 않았고(β=-.12, p =.165),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을수록(β=-.19,
p =.028) 수면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였고, 대학교를 졸업한 대상자가 57.7%였다. 하루 평균 수면시간
은 7.49시간,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5.71시간으로 스마
트폰 사용 주요 동기는 정보 검색이 83.1%였다. 평균 임신 기간이

28주 이상이 58.6%였고, 조산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14.4%였고,
규칙적으로 산전진찰을 받는 대상자는 70.3%를 차지하였다. 유산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43.2%였다. 자연 임신의 비율이 66.7%로 나
타났다(Table 1).

미변수로 처리하였다. 먼저 통제변수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투

대상자의 불안과 스마트폰 의존도 및 수면의 질
대상자의 불안과 스마트폰 의존도, 수면의 질 측정과 관련된 결과
는 Table 2와 같다. 불안은 총점 80점 만점에 평균 43.43±9.50점

Discussion

이며 최소값은 21, 최대값은 72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의존도 점수

본 연구는 조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진 조기진통을 경험하

는 총점 60점에 평균 36.50±7.84점이며 최소값은 21점, 최대값은

고 있는 임부들의 일반적, 산과적 특성과 함께 조기진통 임부의 불

55점이었다. 수면의 질 점수는 총점 60점에 평균 38.42±8.53점이
었고, 최소값 20점, 최대값 58점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안과 스마트폰 의존도가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조기진통 임부의 불안과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수면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되고자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수면의 질 차이

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면의 질을 검증한 결과에서 수면시

본 연구에서 조기진통 임부의 상태 불안 점수는 총점 80점에 평

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게 나타났다(t =-2.62,

균 43.43점이었다. 이는 조기진통 임부를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p =.010)(Table 3). 대상자의 산과적 특성으로 조산경험여부(t =-2.06,

사용한 연구[22]에서 나타난 상태 불안 점수 42.8점보다 높았다.

p = 0.042), 임신유형(t =-2.54, p =.012), 배변양상(t =-2.26, p =.026)
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게 나타났다(Table 3).

정상 임부를 대상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연구[23]에

대상자의 불안, 스마트폰 의존도와 수면의 질 상관관계

임부는 조산에 대한 불안감과 이로 인한 태아 상태에 대한 걱정으

대상자의 불안, 스마트폰 의존도와 수면의 질과의 상관관계를 확인

로 정상 임부보다 불안이 더 높은 것으로 생각되며, 조기진통 임부

한 결과, 대상자의 수면의 질과 불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

에 대한 불안 사정의 중요성과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간호 중재가

관관계를 보였다(r = -.23, p = .013). 수면의 질과 스마트폰 의존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서는 불안 정도가 39.30점으로 나왔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
구의 대상자의 상태 불안 점수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조기진통

역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 = -.24, p = .010). 즉, 대상자

본 연구에서 조기진통 임부의 스마트폰 의존도 점수는 총점 60

의 불안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의존도가 낮을수록 수면의 질이 높

점에 평균점수는 36.5점이었다. 조기진통 임부나 입원 환자를 대상

아짐을 알 수 있었다.

으로 한 스마트폰 과의존 선행 연구는 없었으나 대학생들을 대상으
로 동일한 측정 도구를 사용한 Jeon과 Jang [24]의 연구에서 나타난

대상자의 일반적, 산과적 특성과 스마트폰 의존도, 불안이 수면의

스마트폰 의존도 평균 점수 35.7점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볼 수 있는 대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학생보다도 높게 나온 것으로, 조기진통 임부의 경우 스마트폰을

대상자의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 실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종속변수의 자기 상관과

이용해 자신의 질병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또는 같은 질병을 가진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을Durbin-Watson 지수와 분산팽창지수

커뮤니티와 소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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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11)

다. 특히 조기진통 임부가 입원 중 일상적인 활동을 제한받고 절대

Characteristic
General characteristic
Age (year)

안정을 취하는 상황에서 접근이 용이한 스마트폰에 많이 의존함을

Categories

n (%) or Mean± SD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조기진통 임부를 대상으로 스마트
33.58 ± 4.38
64 (57.7)
47 (42.3)
49 (44.1)
62 (55.9)
50 (45.0)
61 (55.0)
47 (42.3)
64 (57.7)
55 (49.5)
56 (50.5)

< 35
≥ 35
Job
Yes
No
Religion
Yes
No
Years of education (year) < 16
≥ 16
Family income ( × 10,000 < 400
KRW/month)
≥ 400
Sleeping hours (/day)

7.49 ± 1.72
35 (31.5)
76 (68.5)
5.71 ± 3.46

<7
≥7
Smartphone use
(hour/day)
Major reason for using a
smartphone†

Obstetric characteristics
Gestational age (week)
History of preterm labor
Family history of preterm
labor
Prenatal examinations
History of abortion
Type of pregnancy
Bowel movements

Searching
information
SNS
Games
Business activities
20–27
28–37
Yes
No
Yes
No
Regular
Irregular
Yes
No
ART
Spontaneous
Regular
Irregular

103 (83.1)
5 (4.0)
9 (7.3)
7 (5.6)
46 (41.4)
65 (58.6)
16 (14.4)
95 (85.6)
14 (12.6)
97 (87.4)
78 (70.3)
33(29.7)
48 (43.2)
63 (56.8)
37 (33.3)
74 (66.7)
67 (60.4)
44 (39.6)

ART: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KRW: Korean won; SNS: social
networking services
†
Multiple responses.

폰을 활용하여 건강 관련 정보 및 태교, 복식호흡 훈련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간호 중재가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조기진통 임부의 수면 점수는 총점 60점 만점에
38.42점으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점수는 동일한 측정 도구를 사용
한 유방암 환자 대상 연구[25]의 수면 점수 38.85점과 유사한 결과
이다. 즉 조기진통 임부의 수면의 질이 유방암 환자의 수면의 질과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조기진통 임부는 입원으
로 인한 소음, 야간 처치와 같은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 요인, 불안
과 같은 감정적 요인으로 인해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조기진통 임부의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안정적인 병
실 환경을 조성하고, 심리적 불안감과 신체적 불편감을 낮추기 위
한 간호 중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기진통 임부의 불안과 스마트폰 의존도, 수면의 질과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조기진통 임부의 스마트폰 의존도와 수면은 음
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은 임부는 수
면의 질이 낮음을 의미한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스마트폰 의존도
가 높을수록 신체 활동량이 줄고 수면의 질이 낮아진다는 보고 결
과와도 일치한다[26]. 조기진통 임부들은 대부분 조산 방지를 위해
입원 치료를 시행하고 침상 안정으로 활동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스마트폰 과의존으
로 인해 수면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높은 스마트폰 의존
경향을 가진 조기진통 임부들에게 적절한 스마트폰 사용 방법과 시
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수면의 질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기진통 임부의 불안은 수면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결
과는 조기진통 임부들의 현상학적 경험을 보고한 연구[10]에서 조
기진통 임부들은 조산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인해 밤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병원의 물리적인 환경으로 인해 수면에 불편을
호소한다는 결과와 유사했다. 따라서 조기진통 임부의 불안을 낮추
기 위해 불안의 원인을 찾고 의학 지식에 의한 정확한 정보를 의료
진이 전달하며, 편안한 병원 환경을 만들어 불안을 낮추고 수면을
증진할 수 있는 간호 중재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조기진통 임부의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 임신 방법,
조산 유무, 배변 양상, 스마트폰 의존도가 수면의 질의 영향요인으
로 나타났으며, 수면의 질을 총 1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Anxiety, smartphone dependency, and sleep quality of the
participants (N=111)
Variable
Anxiety
Smartphone dependency
Sleep quality

Range
21–72
21–55
20–58

Mean ± SD
43.43 ± 9.50
36.50 ± 7.84
38.42 ± 8.53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임신 방법과 조산 유무였다.
자연 임신은 수면의 질에 부적 영향을 미치며, 과거의 조산 경험은
수면의 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결과는 조기진통 임
부의 과거 조산 경험이 수면 장애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
과와 차이를 보였다[27]. 하지만 최근 난임 여성을 대상으로 수면
의 질을 연구한 선행 연구에서 난임 여성들에게 충분한 수면 시간
과 수면의 질은 임신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여 난임 여성들의
수면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28]. 본 연구 결과 조산 경험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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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in sleep quality according to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111)
Characteristic
General characteristic
Age (year)
Job
Religion
Years of education (year)
Family income ( × 10,000 KRW/month)
Sleeping hours (/day)

Categories

Mean± SD

t

< 35
≥ 35
Yes
No
Yes
No
< 16
≥ 16
< 400
≥ 400
<7
≥7

38.27± 7.94
38.64± 9.37
40.14± 9.08
37.06± 7.89
39.14± 8.11
37.84± 8.89
37.34± 8.33
39.22± 8.66
37.45± 8.25
39.38± 8.77
35.37± 8.00
39.83± 8.45

–0.22

.821

–1.90

.059

0.79

.426

–1.14

.254

1.18

.238

–2.62

.010

39.22± 8.16
37.86± 8.81
42.44± 8.47
37.75± 8.40
37.50± 9.18
38.56± 8.48
39.15± 8.75
36.70± 7.85
39.63± 8.71
37.51± 8.35
41.27± 8.90
37.00± 8.03
39.88± 8.95
36.20± 7.42

0.82

.412

–2.06

.042

0.43

.667

1.39

.167

–1.29

.197

2.54

.012

–2.26

.026

Obstetric characteristic
Gestational age (week)

20–27
28–37
Yes
No
Yes
No
Regular
Irregular
Yes
No
ART
Spontaneous
Regular
Irregular

History of preterm labor
Family history of preterm labor
Prenatal examinations
History of abortion
Type of pregnancy
Bowel movements

p

ART: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KRW: Korean won.

Table 4. Factors affecting the sleep quality of the participants (N=111)
Variable
(Constant)
Sleep hours
Bowel movements (regular = 1)
History of preterm labor (no= 1)
Method of pregnancy (spontaneous= 1)
Anxiety
Smartphone dependency

Model 1
B
33.1
0.67
3.99
–5.19
–4.31

β
.13
.23
–.21
–.23

t
8.94
1.51
2.57
–2.41
–2.68

p
< .001
.133
.011
.017
.008

R2 = .17, adjusted R2 = .14, F= 5.50,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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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2
B
t
p
β
45.99
7.78
< .001
0.66
.13
1.53
.127
3.31
.19
2.15
.034
–4.75
–.19
–2.26
.026
–3.92
–.21
–2.50
.014
–0.11
–.12
–1.39
.165
–0.21
–.19
–2.22
.028
R2 = .23, adjusted R2 = .18, F= 5.23,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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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생식술을 시행한 대상자 군에서 평균 7시간 이상 수면시간을
갖는 것으로 추측되며, 이러한 수면 시간이 수면의 질과 연관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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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되나 추후 이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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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배변 양상이었다.
규칙적인 배변 양상은 수면의 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
은 연구 결과는 임부가 느끼는 신체적 불편감 중의 하나인 변비나
설사와 같은 불규칙적 배변 양상이 수면 장애와 연관이 있다는 선
행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임부는 임신 중 호르몬의 변화와 장 운
동의 감소 및 임신 중 영양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다량의 단
백질과 지방 섭취로 인해 변비 발생률이 높으며 변비로 인해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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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이 떨어진다[27,29].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기진
통 임부에게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을 권유하고 단백질 섭취시 식
이섬유도 함께 섭취할 것을 교육하면 변비를 예방하고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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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스마트폰 의존도
였다. 스마트폰 의존은 수면의 질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결과는 Heo 등[30]의 연구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이 수면의 질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것과 일치한다. 특히 취침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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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수면의 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스마
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밝은 빛은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
닌 분비를 저하해 수면 장애를 가져온다[14]. 이와 같은 연구 결과
를 바탕으로 조기진통 임부의 스마트폰 이용 동기를 파악하고,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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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스마트폰 사용 지침과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
가 된다는 것을 교육하여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불안은 수면의 질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나, 수
면의 질에 단독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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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조기진통 임부의 정서적 상태인 불안이 수면과 상관관계가 있
음을 나타내는 연구와 차이를 보인 결과이다[8]. 본 연구에서 조기
진통 임부들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처 기전으로 스마트폰을 사
용하였다면 오히려 두 변수 사이에 매개변수로 작용하여 본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불안이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후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조기진통 임부의 수면의 질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 즉 조산 유무, 임신 방법, 배변 양상과 스마트폰
의존도가 수면의 질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여러 요인을 종합하여 임신 시 수면에 어려움을 겪을 고위험 요
인들에 노출된 임부들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가 체계
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조기진통 임부의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
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다만 본 연구는 연구자가 편의 추출한 단일
지역의 단일 대학병원에서 진행하였기 때문에 연구 대상자가 한정
되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변수와의 관계
에서 효과를 검증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스마트폰 의존도가 조기
진통 임부의 수면의 질 이외에도 조기진통 임부의 스트레스와 출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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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amples of data sharing statements that fulfill these ICMJE requirements*
Element

Example 1

Example 2

Example 3

Example 4

Yes

Yes

Yes

Yes

Will individual participant
data be available (including data dictionaries)?
What data in particular
will be shared?

All individual participant
Individual participant data that
data collected during the
underlie the results reported in
trial, after deidentification. this article, after deidentification (text, tables, figures, and
appendices).

Individual participant data that underlie Not available
the results reported in this article, after
deidentification (text, tables, figures,
and appendices).

What other documents will Study protocol, statistical
Study protocol, statistical analy- Study protocol
be available?
analysis plan, informed
sis plan, analytic code
consent form, clinical study
report, analytic code

Not available

When will data be available (start and end
dates)?

Immediately following publi- Beginning at 3 months and end- Beginning at 9 months and ending at 36 Not applicable
cation. No end date.
ing at 5 years following the
months following the article publicaarticle publication.
tion.

With whom?

Anyone who wishes to access the data.

For what types of analyses? Any purpose

Researchers who provide a
methodologically sound proposal.

Investigators whose proposed use of the Not applicable
data has been approved by an independent review committee (“learned intermediary”) identified for this purpose.

To achieve aims in the approved For individual participant data meproposal.
ta-analysis.

Not applicable

By what mechanism will Data are available indefinite- Proposals should be directed to Proposals may be submitted up to 36
Not applicable
data be made available?
ly at (link to be included).
xxx@yyy. To gain access, data months following article publication.
requestors will need to sign a
After 36 months the data will be availdata access agreement.
able in our University’s data warehouse
but without investigator support other
than deposited metadata.
Data are available for 5 years Information regarding submitting proat a third-party website (link
posals and accessing data may be
to be included).
found at (link to be provided).
ICMJE =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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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uthor will also be asked to confirm that the material has not
been published or submitted for publication elsewhere. All material published in the Journal will be copyrighted by Korean Society
of Women Health Nursing. This is an Open Access journal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 (http://creativecommons. org/licenses/by/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The full title of the article.
• The full names and institutional affiliations of all authors, and
the name (with complete address, phone number, and e-mail) to
whom correspondence should be directed.
• A running title of no more than 45 characters (including spaces).
• A structured abstract of no more than 250 words, stating purpose, methods, results (including the sample size), and conclusion drawn from the study.
• Up to five keywords (MeSH terms).

1-6. ELECTRONIC SUBMISSION OF MANUSCRIPT
Authors are requested to submit their papers electronically
through the online manuscript management system (http://submit.kjwhn.org). Once a manuscript has been submitted, the order
and number of authors should not change. Any inquiries on the
submitted manuscript should be made to the editorial office.
Please read all instructions before submitting.

1-7. COPYRIGHT TRANSFER FORM AND FORM OF
CONFLICTS OF INTEREST
Copyright Transfer Agreement form and form of Conflicts of interest should be submitted online at submission. Manuscripts
cannot be published without this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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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ARTICLE PROCESSING CHARGES AND REPRINTS
An article processing charge (APC) of 400 USD (approximately
400,000 Korean Won) per article is requested to the corresponding author upon acceptance. Further information can be found at
https://kjwhn.org/authors/processing_charge.php.

tributed. The address, phone number, and email of the person responsible for correspondence concerning the manuscripts should
be listed separately and clearly labeled as such. List keywords and
present authors’ contributions, such as the following:
Example 1:
Conceptualization: Piao H, Kim MH; Formal analysis: Piao H,
Kim MH, Cui M, Choi G; Writing–original draft: Piao H, Kim
MH; Writing–review & editing: Piao H, Choy JH.

1-9. SUBSCRIPTION
The full text is freely available from the web site (https://kjwhn.
org) according to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Print copies can be dispatched to members of the Korean Society of Women Health
Nursing and libraries world- wide upon the policy of the Society.
Those who wish to receive copies and obtain further information
should contact the office of the Society (http://www.women-health-nursing.or.kr).

1-10. CONTACT US
Any inquiries regarding suitability of manuscript to aims and
scope of the Journal, submission, review, publication, or journal-related issues are welcomed. Please contact the Editorial Office (https://kjwhn.org/about/contact.php).

Example 2: All work was done by Jeong GH.
Also, describe conflicts of interest, funding, data availability,
and acknowledgements (acknowledge only those people and their
institutions that have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 study).
If applicable, state disclaimers, such as whether manuscript was
adapted from thesis/dissertation.
The title page must be submitted separately from the manuscript.
A template is available online.

2-3. MAIN MANUSCRIPT
For manuscript submission, please visit:
http://submit-kjwhn.org

Organize the main manuscript in the following order; title, abstract and keywords, summary statement, text, references, tables,
figures, and pictures.

2. Specific Guidelines for Manuscript Preparation
2-1. WRITING MANUSCRIPTS
All manuscripts must be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available at http://www.icmje.org. Manuscripts are accepted for publication with the understanding that their contents,
or their essential substance, have not been published elsewhere,
except in abstract form or by the express consent of the Editors.
Materials taken from other sources must be accompanied by
written permissions for reproduction, obtained from the original
publisher. Statistical methods should be identified. Priority
claims are discouraged. All materials must be written in clear, appropriate English using Microsoft Word (doc or docx). Each
page must be numbered at the lower central portion. Number
pages consecutively.

2-2. TITLE PAGE
On the title page include title (only capitalize first letter of the first
word); subtitle (if any); first name, middle initial, and last names
of each author, ORCiD number (required for all authors), name of
department(s) and institution(s) to which the work should be at-

Abstract and Keywords
An abstract of no more than 250 words should be typed double-spaced on a separate page. It should cover the main factual
points, according to the following subheadings: Purpose, Methods, Results, and Conclusion. The abstract should be accompanied by a list of up to five keywords for indexing purposes. Be
very specific in your word choice. Use MeSH keywords (http://
www.nlm.nih.gov/mesh/meshhome.html).
Summary Statement
Following the abstract, describe a summary statement on a separate page according to the following subheadings, with 30 words
or less under each subtitle.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Example: The 75 years and older age group, with its complex
health needs, is likely to make up an increasing proportion of
the workload of accident and emergency strain the coming
years.
• What this paper adds
Example: An alcohol-based surgical hand rub is more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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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 a 6-minute surgical hand scrub using 4% chlorhexidine
gluconate in terms of microbial counts immediately after scrubbing.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Example: Parents’ ability and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heir
child’s care in the hospital should be thoroughly as-sessed and
their participation needs to be supported.

Results: Describe the main results in a concise paragraph. This
section should be the most descriptive. Note levels of statistical
significance and confidence intervals where ap-propriate.

Main Text
Maximum word count should not exceed 3,000 words, excluding
tables, figures, and references. The manuscript should be written
on A4 sized paper, in Times New Roman 12-point font, double-spaced and have margins of at least one inch (2.54 cm). In
general, the text should be organized under the following headings: Introduction, Methods, Results, and Discussion.

Abbreviations: Use standard abbreviations and units rec-ommended in the publication manual of the to the NLM Style Guide
for Authors, Editors, and Publishers (2007), 2nd ed.,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Bethesda, MD, USA (http://www.nlm.nih.gov/
citingmedicine). Non-standard abbreviations should be defined
the first time they appear in the text. At first usage, spell out terms
and give abbreviations in parentheses. Thereafter, use only abbreviations. It is not necessary to spell out standard units of measure,
even at first usage.

Introduction: Clearly state the need of this study and main question or hypothesis of this study. Summarize the literature review
or background in the area of the study.
Methods: Present an “Ethics statement” immediately after the
heading “Methods” in a boxed format.
Example 1:

Ethics statement: This study was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of XXXX University (IRB-2019030002-01).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from the participants.
Example 2:

Ethics statement: Obtaining informed consent was exempt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of YYYY University
(IRB-201903-0002-01) because there was no sensitive information and the survey was anonymously treated.
Describe the study design, setting and samples, and measurements, procedure, analysis used.
Ensure correct use of the terms sex (when reporting biological
factors) and gender (identity, psychosocial or cultural factors),
and, unless inappropriate, report the sex or gender of study participants, the sex of animals or cells, and describe the methods
used to determine sex or gender. If the study was done involving
an exclusive population, for example in only one sex, authors
should justify why, except in obvious cases (e.g., ovarian cancer).
Authors should define how they determined race or ethnicity and
justify their relevance.

Discussion: Make discussions based only on the reported results.
Describe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for further study
needed. Do not summarize the study results.

References
In the text, references should be cited with Arabic numerals in
brackets (e.g. [1]), numbered in the order cited.
In the references section, the references should be numbered in
order of appearance in the text and listed in English citation form.
Journal titles should be described in NLM style.
References within the past 5 years are encouraged, and un-published PhD or master’s thesis are not recommended as reference.
Other types of references not described below should follow the
NLM Style Guide for Authors, Editors, and Publishers (http://
www.nlm.nih.gov/citingmedicine). The total number of references may not exceed 30, with the exception of up to 50 for review
papers. Note the DOI in URL form, if available.
Journal article with up to six authors:
Chung CW, Hwang EK, Hwang SW. Details of lymphedema, upper
limb morbidity, and self- management in women after breast cancer treatment.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11;17(5):474-483.
https://doi.org/10.4069/kjwhn.2011.17.5.58
Journal article with more than six authors:
Hong GH, Koh HJ, Kim KS, Kim SH, Kim JH, Park HS, et al. A
survey on health management of during pregnancy, childbirth,
and the postpartum of immigrant women in a multi-cultural family.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09;15(4):261-269. https://
doi.org/10.4069/kjwhn.2009.15.4.65
Book:
Davidson MR, London ML, Wieland Ladewig PA. Olds’ m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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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l-newborn nursing and women’s health across the lifespan. 8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Prentice Hall; 2008. p. 20- 25.

3. How The Journal Handles Complaints and
Appeals

Book Chapter:
Meltzer PS, Kallioniemi A, Trent JM. Chromosome alterations in
human solid tumors. In: Vogelstein B, Kinzler KW, editors. The
genetic basis of human cancer. New York, NY: McGraw-Hill;
2002. p. 93-113.

The policy of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is primarily aimed at protecting the authors, reviewers, editors, and the
publisher of the journal. If not described below, the process of
handling complaints and appeals follows the COPE guidelines
available from: https://publicationethics.org/appeals

Unpublished thesis or dissertation:
Chang YE. The analysis of the association factors which influence
on the breast and cervix cancer screening in Korean women:
Based on the 2005 Korean national examination health and nutrition survey [master’s thesis]. Seoul: Korea University; 2010. 55 p.
Lee SK. The effects of group coaching 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fficacy of nurses [dissertation]. Seoul: Yonsei University;
2007. 85 p.

Who complains or makes an appeal?
Submitters, authors, reviewers, and readers may register complaints and appeals in a variety of cases as follows: Falsification,
fabrication, plagiarism, duplicate publication, authorship dispute,
conflicts of interest, ethical treatment of animals, informed consent, bias or unfair/inappropriate competitive acts, copyright, stolen data, defamation, and legal problem. If any individuals or institutions want to inform the cases, they can send a letter via the
contact page on our website (https://kjwhn.org/about/contact.
php). For the complaints or appeals, concrete data with answers to
all factual questions (who, when, where, what, how, why) should
be provided.

Web reference:
Statistics Korea. 2010 life tables for Korea [Internet]. Seoul: Author; 2011 [cited 2012 Jan 16].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
portal/korea/kor_nw/3/index.board?bmode = read&a-Seq =
252533
Tables/Figures/Pictures
Each table, figure, and picture should be placed on a separate
sheet. Number tables consecutively and supply a brief title at the
top for each. Footnotes to tables should be indicated by superscript symbols (†, ‡, §, ǁ, ¶, #, ††, ‡‡…) unless abbreviations are
explained in which case superscripts are not required. All abbreviations used should be described in table footnote by writing the
abbreviation followed by colon sign and definition.
Tables and figures are printed only when they express more
than can be done by words in the same amount of space.
Do NOT indicate placement of tables of figures in the text. The
editor will automatically place your tables and figures.

Who is responsible for resolving and handling complaints and appeals?
The Editor, Editorial Board, or Editorial Office is responsible for
them. A legal consultant or ethics editor may be able to help with
decision making.
What may be the consequence of the remedy?
It depends on the type or degree of misconduct. The consequence of resolution will follow the guidelines of COPE.

4. Direct Marketing
Journal propagation has been done through the journal website
and distribution of an introduction pamphlet. Invitations to submit a manuscript are usually focused on the presenters at conferences, seminars, or workshops if the topic is related to the journal’s aims and 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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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For the policies on 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that are not
stated in these instructions, the Good Publication Practice Guidelines for Medical Journals (https://www.kamje.or.kr/board/
view?b_name = bo_publication&bo_id = 13&per_page = ) or the
Guidelines on Good Publication Practice (https://publicationethics.org/guidance/Guidelines) can be applied.

1. Conflict-of-interests Statement
Authors are required to disclose commercial or similar relationships to products or companies mentioned in or related to the
subject matter of the article being submitted. Sources of funding
for the article should be acknowledged in a footnote on the title
page. Affiliations of authors should include corporate appointments relating to or in connection with products or companies
mentioned in the article, or otherwise bearing on the subject matter thereof. Other pertinent financial relationships, such as consultancies, stock ownership or other equity interests, or patent-licensing arrangements should be disclosed to the Editor-in-Chief
in the cover letter at the time of submission. Such relationships
may be disclosed in the Journal at the discretion of the Editor-in-Chief in footnotes appearing on the title page. Questions
about this policy should be directed to the Editor-in-Chief. If
there is no conflict of interest, this should also be explicitly stated
as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s of interest.”

obtained. The possibility of online information sharing (not only
printed publications) must also be explained. For animal subjects,
research should be performed based on the National or Institutional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 and the
ethical treatment of all experimental animals should be maintained. For studies using literature review and meta-analysis,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approval is not required. For secondary data analysis studies, the editorial committee will decide
whether IRB approval is needed.

3. Statement of Informed Consent
Copies of written informed consents and IRB approval for clinical
research should be kept. If necessary, the editor or reviewers may
request copies of these documents to resolve questions about IRB
approval and study conduct.

4. Authorship
All authors, including the co-authors, should be responsible for a
significant part of the manuscript. All authors and co-authors
should have taken part in writing the manuscript, reviewing it,
and revising its intellectual and technical content. Any author
whose name appears on a paper assumes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for the results.

2. Statement of Human And Animal Rights

5. Originality and Duplicate Publication

Clinical research should be done in accordance with the Ethical
Principles for 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outlined in the Declaration of Helsinki (https://www.wma.net/policies-post/wma-declaration-of-helsinki-ethical-principles-formedical-research-involving-human-subjects/). Clinical studies
that do not meet the Declaration of Helsinki will not be considered for publication. Research participants’ rights to privacy must
be protected, and personal identifiable information should not be
disclosed unless absolutely necessary. Human subjects should not
be identifiable, i.e., patients’ names, initials, hospital numbers,
dates of birth, photographs, or other protected healthcare information should not be disclosed. If such personal information is
needed as scientific data for publication, this should be explained
to participants (or legal guardians) and written consent must be

All submitted manuscripts should be original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by other scientific journals for publication at the same
time. Manuscripts are accepted for publication with the understanding that their contents, or their essential substance, have not
been published elsewhere, except in abstract form or by the express consent of the Editors. Any part of the accepted manuscript
should not be duplicated in any other scientific journal wit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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