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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issue of the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September 2020
Sue Kim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Greetings to our avid readers. September brings us seasonal changes and a sense of contemplation as we
count the slim pages left on the calendar.
Our issue article offers inspiration and insight as a thoughtful reflection on 2020, the International
Year of the Nurse and Midwife. The invitation to uncover our nursing stories and share our collective
voice has already gained more than 15,00 views on KJWHN’s online website. The Korean Society for
Women Health Nursing also responded to the author’s nudge, by putting out a call for nurses and nursing students to submit written and/or artistic expressions of their stories. Please join us for the December
issue for a glimpse of selected works.
On another note, September also signaled the start of a new academic semester and accreditation season for nursing schools in Korea. In addition to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dragging on, I
suspect these factors may have affected submissions and a slower review process. Although the number
of articles has decreased, we trust you will find the variety of articles inform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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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dwifery role development: An English article on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among Korean
midwives according to their practice site, highlights midwives’ current limitations and discusses solutions.
• Reproductive health: Nursing students are often exposed to stress and fatigue and a study examined factors affecting premenstrual symptoms in this particular group.
• Maternal health: A study explored the narratives of preterm birth experiences through text network analysis. Readers may find it interesting to see how MAXQDA software (VERBI Software, Berlin, Germany)
visualized and aided identification of clinical symptom expressions.
• Nursing education: A study tested a labor care high-fidelity simulation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who had not yet experienced clinical practicum. With on-site direct learning an ongoing challenge due to
COVID-19, the authors’ report on its effects on knowledge, critical thinking, and clinical performance,
may be helpful for nurse educators.
• Women’s mental health: A study investigated suicide ideation among female late adolescents in rural areas, an underserved group. Affective factors and personal experiences were found as key.
We hope this issue will inspire you to share your nursing stories (and manuscripts) with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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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ebrating year of the nurse and the midwife: time to tell your
stories
Emily E. Drake
Past President, Association of Women’s Health, Obstetric and Neonatal Nurses
School of Nursing, University of Virginia, Charlottesville, VA, USA
Keywords: Art; History; Nursing; Pandemics; World Health Organization

I have never been more proud to be a nurse. In May 2019 when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declared that 2020 would be “The Year of the Nurse and Midwife” at the 72nd World
Health Assembly [1] they could not have known that 2020 would also become the year of the
coronavirus disease (COVID-19), the novel coronavirus pandemic. Their goal was to empower
nurses and to emphasize the need for more nurses and midwives worldwide. The WHO has
highlighted the stories of nurses around the world: conducting cervical cancer screening in England, providing vaccines in Guatemala, caring for homeless people in Ireland, and making childbirth safer in the Philippines [2]. Their goal was to shine a light on the vital role that nurses play
in health care now and in the future.
Now during the COVID-19 pandemic, people under quarantine call us heroes and clap from
their windows and apartment buildings as we go into the hospital each shift.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nurses are not just in the hospital, they’re also in clinics, out in the community, conducting research, working on policy, and serving in leadership roles. We are taking care of
patients as well as contributing to decisions on how best to handle this pandemic on a community level. Our nursing expertise applies in many settings, and our reach can extend from the cellular level to society.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calls for photos or short films of nurses in action to commemorate the Year of the Nurse and Midwife [3]. Sigma, the International Nursing Honor Society, encourages sharing the creative work of nurses and helps to publish that work [4].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is posting photos and stories documenting the pandemic [5]. As another
example of an online photo-voice project, Adelene Egan, a nurse in New York City wanted to uplift her coworkers through photography and storytelling and she created #Faces of the Frontlines
https://addieegan.wixsite.com/mysite. Historians are asking us to document this pandemic, and
nurses can help.
According to the Woodhull Study Revisited [6] nurses are rarely interviewed or quoted for
public news stories about health. Are we invisible and unheard, or are we not putting our voice
out there? During this pandemic, we are heroes and never before has the public so appreciated
what we do. Now is the time for us to tell our s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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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power in story. By telling our story, highlighting our
work and our profession, we are empowering our peers, ourselves, and our patients.
These stories can be therapeutic for the storyteller and powerful to the receiver. Stories can inspire us and challenge us to
think in new ways. Stories can tap into the core values of our
work. Stories help to preserve culture, to document knowledge,
and to stimulate change.
Storytelling represents a different way of learning about the
world. There are multiple ways of knowing through art, poetry,
and humor, as well as empirical research. Stories of direct experience serve as a valuable adjunct to research and can be used to
highlight research findings or to provide ideas for future research
projects. It’s important to share lessons learned from this pandemic that can help us as a profession and that can help advance
science.
Negussie [7] suggests that we need to gather stories of cultural wisdom and traditional, inherited knowledge and that we
need to respect and appreciate them along with modern scientific findings. Anthropologists and ethnographers have long
known the value of collecting stories from different cultures.
Preserving and sharing these stories can help us think globally.
We can begin to embrace a multicultural perspective through
the telling of each other’s stories.
Storytelling reflects Belenky’s theory of women’s ways of
knowing [8] and Carper’s esthetic, personal, and ethical ways of
knowing [9]. Exemplars are stories that include an interpretive
component [10]. An exemplar can describe scenarios that are
unusual, as well as those that are ordinary or typical. A good exemplar captures the essence of an experience through rich description that includes context and reflects the storyteller’s concerns, thoughts, and feelings. These stories and exemplars are
useful in that they make explicit the knowledge gained from our
daily experiences, and the act of sharing them helps build communities of practice.
Business leaders and consultants often use stories to transform corporate organizations. Storytelling can be a powerful
tool for catalyzing change. Sharing stories builds trust. Complex
ideas can be conveyed in a meaningful way that helps people focus on a new idea in a nonthreatening manner. Each person who
hears the story begins to co-create new stories and to think
about solutions. Stories make us challenge our old ways of
thinking and look critically at our traditional practices. Stories
can provide a vision of what is past and what is possible. Telling
the story can also transform the teller.
Good story telling can also be challenging. Nurses work hard
to earn the trust of their patients and value confidentiality, so we
https://doi.org/10.4069/kjwhn.2020.05.14

are great secret keepers. Nurses may be concerned about how
their patients or employers will view them if they tell their stories publicly. There must be a way to tell stories so that nurses’
work is made visible and expertise is made known. By removing
or changing the patient’s name, by leaving the location vague,
nurses can still tell their stories. And if not your story, tell the
story of other nurses. Tell a story about a nurse or colleague that
you admire and what you have witnessed in action.
Nurses need to tell these stories, not just to each other but,
more importantly, to others. Tell these stories to administrators,
other health care professionals, government officials, lay people,
friends and family. Tell them what we do as nurses. Tell them
what we see. Nurses are witness to the grand human experience
and have a unique perspective, especially during this pandemic.

A call to action
Nurses and readers of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KJWHN), now is the time to tell your story. If you can’t tell a
long story, tell it in a tweet, just one or two sentences. If you
don’t feel comfortable sharing a story, then share a piece of art, a
poem, a drawing—something that illustrates what we as nurses
do. Paint a picture. Write a poem. Take a photo. Writing in a
journal, sharing a story, or creating a work of art is good for you,
it’s good for others, and it’s good for the profession. Art has been
used as a tool to teach nursing and medical students [11]. By
telling your story you can help inspire others. You can also help
recruit others to our field. We need more nurses. We especially
need more nurses caring for women and families.
We can help give voice to our patients and their needs. For the
sake of your patients, tell their story. Share their bravery, their
everyday struggles and the specific challenges they face. Tell stories that illustrate what they need. Be their advocate. Be a champion for them. Speak for those who can’t speak for themselves.
Tell your story not just for you, but in order to help others.
What do nurses do every day? We care for human beings, in a
holistic way, the person and environment. We care about harmony and balance.
We treat not just the disease, but also the human response to
health and illness. We are involved in health promotion, disease
prevention, symptom management, and alleviating suffering.
We are also the guardians of safety, champions of quality improvement, and are expert problem-solvers. Nurses care about
public health, climate change, infectious disease, immunizations,
emergencies and disasters. We advocate for patients from birth
to death; we deliver babies and we provide compassionate endof-life care. From within the pages of KJWHN you can read the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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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ies of how nurses research, educate, innovate, and advocate
for the care of childbearing families, and advance the care of infertility, preterm labor, sexuality, breast and ovarian cancer,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queer (LGBTQ) persons, human papillomavirus vaccination, depression, sleep, obesity, aging, and family centered care.
Start each day with a grateful heart. Nurses are heroes. The future of health care is in our hands. As the WHO intended, this is
our year! Please tell your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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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한 조산 경험 이야기의 시각화
김증임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Visualization of unstructured personal narratives of preterm birth
using text network analysis
Jeung-Im Kim
School of Nursing, Soonchunh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Cheonan, Korea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components of preterm birth (PTB) through women’s
personal narratives and to visualize clinical symptom expressions (CSE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11 women who gave birth before 37 weeks of gestational age. Personal narratives were collected by interactive unstructured storytelling via individual interviews,
from August 8 to December 4, 2019 after receiving approval of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The
textual data were converted to PDF and analyzed using the MAXQDA program (VERBI Software).
Results: The participants’ mean age was 34.6 (±2.98) years, and five participants had a spontaneous
vaginal birth. The following nine components of PTB were identified: obstetric condition, emotional condition, physical condition, medical condition, hospital environment, life-related stress, pregnancy-related stress, spousal support, and informational support. The top three codes were preterm
labor,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premature rupture of membrane, and the codes found for more
than half of the participants were short cervix, fear of PTB, concern about fetal well-being, sleep difficulty, insufficient spousal and informational support, and physical difficulties. The top six CSEs
were stress, hydramnios, false labor, concern about fetal wellbeing, true labor pain, and uterine contraction. “Stress” was ranked first in terms of frequency and “uterine contraction” had individual attributes.
Conclusion: The text network analysis of narratives from women who gave birth preterm yielded
nine PTB components and six CSEs. These nine components should be included for developing a
reliable and valid scale for PTB risk and stress. The CSEs can be applied for assessing preterm labor,
as well as considered as strategies for students in women’s health nursing practic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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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The symptoms of preterm birth (PTB) as presented in obstetric textbooks are pelvic pressure, menstrual-like cramps, watery
vaginal discharge, and low back pain.
• What this paper adds

Narratives from women experiencing PTB identified nine components (obstetric condition, emotional condition, physical condition, medical condition, hospital environment, life-related stress, pregnancy-related stress, spousal support, and informational
support) that offer richer understanding how PTB is experienced. Six clinical symptom expressions (CSEs) were also identified,
of which stress was most common.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To improve the quality of care for pregnant women regarding the risk of PTB, these components can be used for development of a
reliable and valid scale for PTB risk and stress. The CSEs can be used for a more comprehensive assessment of preterm labor and
can be applied for students in women’s health nursing practicum.

Introduction

요가 있다 [4,9-11].

연구 필요성

치는 것은 아니며 통증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자궁 수축이

조산은 임신 37주 전에 일어난 출산으로[1], 조산아는 발달장애 및

정상 분만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 임산부나 의료진들은 조산의 전구

학습능력장애, 행동장애 등의 동반으로[2,3] 임신 여성과 가족의

증상인 자궁 수축의 증상들을 간과하기 쉽다[9]. 따라서 간호사는

삶의 질 뿐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고위험 임산부가 통증을 호소할 경우 자궁 수축 여부와 관계없이

[2] 임신 중 불안은 임신기간 단축으로 태아의 신경계 발달에 좋지

조산이 임박할 때 나타나는 증상인 점[9,12]을 알고 적절하게 대처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3] 고위험 임산부들이 갖는 조산 가능성

해야 한다.

특히 조산 관련 요인들이 모든 임산부에게 균등하게 영향을 미

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2]. 조산의 위험요인은 비정상적 장 기능,

이와 같이 조산이 일어나기 전 진통과 양막파열이 반드시 동반

28주 이전 조기 진통을 진단받은 시기, 사회적 지지 부족[4], 조기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산부의 임상

진통, 조기 양막파열,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 의학적 위험요인,

증상 표현(clinical symptom expression, CSE)을 이해하는 것이 중

생식기계 위험요인 등으로 다양하고[5], 높은 산전 스트레스나 높

요하다. 그러나 여성건강간호학 교과서[8]와 산과학[9]에 나타난

은 불안으로 위험도가 높아지며[4],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박

조산 관련 공통 증상은 ‘월경 증상과 유사한 경련, 골반 압박감, 하

하게 진행되므로 근거 중심 예방간호가 필요하다[6].

부요통 및 질 분비물’로 기술되어 있고 임산부의 임상증상 표현으

조산의 전구인자에 따른 상태는 (1) 진통이 시작되어 유도분만을

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하거나 진통이 일어나기 전 제왕절개를 해야 하는 산부나 태아의

간호사가 환자의 임상증상 표현을 이해하는 것은 간호 행위를

상태, (2) 양막이 온전한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조기 진통,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시각을 다투는 조기 진통이나 조

(3) 만삭 전 양막파열과 함께 오는 조기 진통의 세가지 유형이 있음

기 양막파열의 임상증상 표현을 이해하는 것은 조산 위험 임부의

이 보고되었다[7]. 임신 37주 이후 임산부는 하강감(lightening), 가

정확한 간호 사정에 필요하므로 조산 전 임산부들의 이야기에서 임

진통(false labor), 이슬(show), 양막파열(rupture of membrane), 자

상증상 표현을 추출하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궁경부 숙화(ripening)와 같은 분만 전구 증상을 경험하는데, 37주

임산부의 행동과 정서를 표현하는 비구조화된 텍스트 속에 포함

이전의 조산에서는 자궁경부 변화와 함께 자궁 수축이 있으며 골반

된 임상증상 표현들이 신체적 심리적 요인들과 어떤 관계 속에 있

압박감(pelvic pressure), 월경통 같은 조임(menstrual-like cramps),

는지 분류하기는 쉽지 않다.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방법은 네트워크

물 같이 흐르는 질 분비물(watery vaginal discharge), 그리고 하부요

이론을 기반으로 코딩(coding), 시각화(visualization), 군집화(clus-

통(low back pain)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정상 임
신에서도 흔하고 모든 대상자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8,9]

tering) 등의 기술을 적용하여 대상자의 이야기를 시각화할 수 있다
[13]. 키워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이나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속성이 있다. 그러므로 조산 가능성이

를 활용한다면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해지고 연구의 주제와 동향을

있는 임부는 신체적, 심리적 요인을 포함하여 면밀하게 평가할 필

다각도로 조명해 볼 수 있다[14].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조산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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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인적 경험 이야기에서의 구성요인(components) 도출은 키워

연구 대상

드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임신 28주 이상 37주 전에 MFICU에 입실하

이야기(narrative)란 시간적으로 순서가 있고, 어떤 의미를 전달

여 신생아를 출산한 조산 산모이고, 제외 기준은 임신 37주 이후에

하는 경험이나 사건에 대한 설명이며[15], 개인적 경험 이야기는

신생아를 출산한 산모이다. 대상자 선정은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이야기 화자 혹은 이야기 화자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경험한 실제

산과 교수가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한 후 참여 희망 산모의

의 특정한 경험에 대한 설명이므로[16] 조산 산모가 경험한 것을

연락처를 받았다. 연구자는 전화로 연구 목적을 설명한 후 참여 의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적 경험 이야기에 해당한다.

사가 있는 조산 산모와 면담 일정을 정하였다. 면담 전 설명문을 읽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대화형 스토리텔링

은 후 동의할 경우 서명을 하고 면담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

(interactive storytelling)을 통해 수집된 비구조화된 자료를 키워드

는 조산을 한 산모이기 때문에 특정 성별(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였

네트 워크 분석방법의 하나인 시각화 분석(bibliometric mapping)

다.

으로 조산 위험의 구성요인과 임상증상 표현을 추출하고자 하며 추
출된 구성요인은 조산 위험을 사정하는 도구 개발의 기초자료로 사

자료 수집

용할 예정이다. 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임상증상 표현은 산과 외래

자료 수집은 2019년 8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이뤄졌다. 면담

및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maternal fetal intensive care unit,

일정을 정한 후 산모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면담을 하였다. 아

MFICU)/분만실 간호사 뿐만 아니라 여성건강간호학 실습 중 산

기를 돌봐야 하는 산모들이어서 집에서 면담을 하였고, 1시간 정도

과 실습을 하는 학생들이 만삭 전 출산하는 여성의 임상증상을 이

나올 수 있는 경우 카페에서 만났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해하고 필요한 간호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산 경험에 대한 이야기(personal narratives)를 나누어 간호사가
조산 임박 증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참여자들의 임상증상 표현을

연구 목적

연구하고자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정답이 없고 개인의 경험을 이

본 연구는 임신 28주에서 37주 전에 출산한 조산 산모를 대상으로

야기해 주도록 부탁하였다. 면담 시작시 녹음 허락 하에 녹음하였

조산이 있기까지의 경험을 비구조적 자료로 수집하여 텍스트로 만

고 면담이 종료되면 바로 당일에 문서로 작성하였다.

들어 구성요인을 추출하고,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키워드 분석과
시각화 분석)을 통해 임상증상 표현을 시각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료 분석

하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은 텍스트 분석 프로그램 MAXQDA 2020

1) 참여자의 조산 전 경험 이야기에 나타난 의미 있는 구성요인을

(ver. 20.0.7; VERBI Software, Berlin, Germany)을 이용하였다.

파악한다.

2) 참여자의 조산 전 경험 이야기에서 추출된 임상증상 표현을 시
각화한다.

MAXQDA 2020은 한 문장에 관련된 코딩을 입력하고 수정하는 것
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수집한 자료에서 키워드를 추출하고 분석
및 시각화하는 과정으로 이뤄졌다. 수집한 text 문서를 pdf 문서로
변환한 면담 자료를 읽으면서 의미 있는 단어나 문장에 코딩을 하여

Methods
Ethics statement: This study was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Soonchunh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10408 75-201905-SB-026).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from the participants.

전체 코드 시스템을 완성하였다. 내용 분석은 분석자료에 코딩된 단
어의 출현 빈도(term frequency)를 계산하는 과정을 거쳐 중심 키워
드를 시각화하였다. 구체적인 내용 분석 단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산 산모와의 비구조화된 면담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
였다. PDF로 변환한 자료를 읽고 코딩하면서 의미 있는 이야기에
는 메모를 하고 새로운 코딩을 하면서 상위 코드로 넣거나 새로운
코드를 만들었다. 이러한 과정의 반복을 통해 코드 체계(code sys-

연구 설계

tem)를 완성하여 구성요인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coded text segments를 code matrix browser로 코드 빈도를 계산하여 중심 주제어

본 연구는 임신 28주 이상 37주 전에 신생아를 출산한 조산 산모를

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참여자의 조산 경험 이야기의 텍스트를 이

대상으로 대화형 스토리텔링으로 면담한 비구조화된 개인적 경험

용하여 similarity matrix 분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Microsoft Ex-

이야기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인 시각화 분석을 하여 조산 관련

cel (Microsoft, Redmond, WA, USA)의 spread sheet에 추출된 주

임상증상 표현을 추출하기 위한 내용 분석 연구이다. 주된 질문은

제를 분석자료로 이용하여 핵심 키워드의 출현 빈도와 워드 클라우

‘조산에 영향을 준 것은 무엇이었는가?’와 ‘조산이 일어나기 전 경

드로 임상증상 표현을 시각화하였다.

험한 증상은 무엇인가?’였다.
https://doi.org/10.4069/kjwhn.20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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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1)
Participant’s
age (yr)

Gestational age
at delivery (wk/day)

PPROM

Ritodrine HCl
(Yutopar)

Atosiban
(Tractocile)

Birth type

37
35
37
32
38
33
37
31
31
38
31

36/6
35/0
31/0
36/2
36/4
36/0
35/1
32/1
36/6
34/5
35/5

No
Yes
No
Yes
Yes
No
Yes
Yes
Yes
Yes
Yes

Used
Used
Used
Not used
Used
Used
Not used
Used
Used
Used
Not used

Not used
Used
Used
Not used
Used
Used
Not used
Used
Not used
Not used
Not used

NSVD
CS
CS
CS
CS
CS
NSVD
CS
NSVD
NSVD
NSVD

Newborn
Sex
Weight (g)
Male
2,830
Female
2,445
Female
1,700
Female
2,500
Male
3,040
Female
1,840
Male
2,500
Male
1,820
Female
2,970
Male
2,685
Female
2,280

Apgar score
1 Min
5 Min
10
10
6
8
2
8
9
10
9
10
8
10
9
10
8
9
9
10
8
10
9
10

CS: Cesarean section; NSVD: normal spontaneous vaginal delivery; PPROM: preterm premature rupture of membrane.
Yutopar, JW Pharmaceutical, Seoul, Korea; Tractocile, Ferring, Seoul, Korea.

Results

코드 중 노드(node)가 컸던 코드는 조기 진통 증상, 개인 성격, 조

참여자의 특성

여자의 절반 이상이 경험한 코드는 ‘짧은 경관 길이’, ‘조산의 두려

본 연구 참여자는 11명으로 모두 37주 이전에 조기 출산한 산모이

움’, ‘태아 안녕’, ‘수면의 어려움’, ‘불충분한 배우자의 지지’, ‘불

다.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34.6 (±2.98)세이고, 염산 리토드린 주

충분한 정보 제공 지지', 그리고 ‘신체적 힘듦’으로 나타났다(Fig-

사(ritodrine HCl injection; Yutopar, JW Pharmaceutical, Seoul,

ure 2). 조산으로 인한 태아 건강에 대한 걱정으로 참여자들의 삶

Korea)는 8명(72.7%), 아토시반 주사(atosiban injection; Tractocile,
Ferring, Seoul, Korea)는 5명(45.5%)이었고, 조기 양막파열은 8명
(72.7%)에서 있었다. 자연 분만 5명(45.5%), 제왕절개 분만이 6명
(54.5%)이었다. 출산 후 신생아의 즉각적인 생존 여부를 평가하는
1분 Apgar 점수와 장기간의 생존 및 신생아의 신경학적인 상태를
예측하는 평가인 5분 Apgar 점수[8] 결과를 보면 1분 Apgar 점수는
0-3점 1명, 4-6점 1명, 7-10점 9명으로 평균 7.91 (2.21)점이었으
며 5분 Apgar 점수는 11명 신생아 모두 8점 이상으로 평균 9.55
(.82)점이었다(Table 1).

은 ‘하루하루 버티기’로 추출되었다. 참여자들의 경험의 유사성을

기 양막파열로 나타났다. 노드 크기가 상위 3개보다 작았지만 참

similarity matrix로 검토한 결과 .54에서 .78로 높은 유사성을 보
였다.

조산 전 경험에서 추출된 임상증상 표현
조산 산모의 조산 전 경험에서 추출된 임상증상 표현은 Microsoft

Excel의 spread sheet에 정리된 284개의 주제 가운데 ‘했다’, ‘한다’,
‘잘’, 있다’, ‘들었다’와 같은 반복어를 제외하고 비슷한 주제를 통
합하는 과정을 거쳐 270개 주제로 분류하였다. 이 주제들에 들어있
는 총 530개 단어를 대상으로 분석 기준을 ‘2회 이상 언급’과 ‘75개

조산 전 경험의 구성요인

단어’로 제한한 워드 클라우드 분석과 ‘3회 이상 언급’과 ‘40개 단

임신 28주 이상부터 37주 이전에 조산한 산모들이 조산 전 경험한

어’를 분석 기준으로 한 결과, 총 323단어(type-token ratio = 0.0755)

증상과 상황에 대하여 대화형 스토리텔링으로 얻어진 비구조화된

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스트레스가 가장 많았고 배 뭉침(가진

자료에 대해 코드 체계로 분석하여 조산 전 경험의 구성요인을 파

통), 양수 터짐, 태아 걱정, 진통(진진통), 자궁 수축이 두드러지게

악한 결과 총 364개의 code로 분류되었으며, 수차례의 코딩을 한

나타났다(Figure 3).

결과 산과적 상태(126개), 정서적 상태(66개), 병원 환경(14개), 생

다음 단계로 270개의 주제를 키워드 출현 빈도로 분석한 결과

활 스트레스(24개), 임신 스트레스(19개), 내과적 문제(16개), 남편

상위 6개는 스트레스(15회), 배 뭉침(가진통) (13회), 양수 터짐(13

의 지지(27개), 정보의 지지(40개), 신체적 상태(32개)의 9개의 구

회), 태아 걱정(11회), 진통(진진통) (10회), 자궁 수축(8회)으로 나

성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이중 상위 3개는 산과적 상태, 정서적 상

타났다. 상위 6개는 모두 정서적 상황과 산과적 상황의 코드 체계

태, 정보 지지로 나타났다(Figure 1).

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이야기는 Supplementary

다음으로 coded text segments를 모두 열어 code matrix brows-

er로 코드 빈도를 계산하여 symbol size로 시각화한 결과, 66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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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와 같다.
마지막으로 임상증상 표현 분석 결과 중 조기 진통 및 자궁 수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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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mponents of segmented code-by-code matrix.

Figure 2. Frequency of segmented code-by-code matrix.

의 임상증상을 살펴보면 ‘허리가 아프다’, ‘밑이 빠질 것 같다’, ‘축

요’, ‘너무 아파 주저앉았어요’, ‘아침에 괜찮다가 밤에 새벽에 특히

구공처럼 배가 빵빵하다’, ‘톱으로 써는 것 같다’, ‘전봇대로 잡아빼

수축이 많이 왔어요’, ‘와이존이 빠질 것 같은 느낌’, ‘배가 사르르

듯 깊숙이 아팠다’ 등으로 나타났다. ‘질 쪽에 조임 같은 느낌’, ’조

아픈 느낌’, ‘엉덩이 쪽이 아팠어요’와 같이 나타났다. 양수인지 파

이고 딱딱해지기만 했어요’, ‘항문을 찌르는 느낌, 항문으로 내려가

악하는 방법으로 ‘락스 냄새가 났다’는 점을 통해 양수의 냄새에 대

는 느낌이 있었어요’ 등 조기 진통 증상 표현이 개인마다 달랐다.

한 특성을 알 수 있었다(Supplementary data).

또한 자궁 수축의 표현은 ‘미친듯이 아팠어요’, ’좀더 배꼽의 왼쪽
거기가 태반 쪽인가 움직이지 못하고 걷지도 못할 정도로 아팠어
https://doi.org/10.4069/kjwhn.20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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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만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가 가장 다
빈도로 나타난 점과 조기 양막파열 전 생활 스트레스나 신체적 스
트레스를 경험한 점은 조산 산모의 20%가 임신 중 스트레스에 노
출되었고, 임신 3기의 스트레스와 임신 관련 불안이 조산과 관련된
다는 연구들[18-20]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특히 누적된 사회·심리
적 스트레스 변인은 조산 위험요인과 함께 평가되어야 한다[20].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뤄진 조산 관련 간호학 연구는 조기진
통 임부의 조산 발생 영향요인, 스트레스와 상관관계[4,21], 입원
중인 임산부의 스트레스 대처 유형[22], 조산의 현상학적 연구[23]
등으로, 스트레스의 속성을 다룬 연구가 많지 않아 조산의 예방과

Figure 3. Word cloud of clinical symptoms expressions for
preterm birth mothers; 40 words expressed at least three times
(total, 323 words).

관리에 있어 임상증상 표현과 연결된 조산 위험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조기 진통과 자궁 수축이라는 임상증상 표현은 개
인적 차이를 반영한 구체적인 표현인 ‘톱으로 써는 것 같다’, ‘전봇

Discussion

대로 잡아빼듯 깊숙이 아프다’, ‘와이존이 빠질 것 같다’ 등으로

본 연구는 조산한 산모가 경험한 개인적 이야기를 토대로 조산과

경통과 유사한 복통이나 장의 통증, 골반의 압력, 설사, 하부요통 및

관련된 임상증상 표현을 찾기 위해 내용 분석을 실시하고 키워드

질 분비물 증가’[8]나 산과학에서 제시한 ‘규칙적이거나 빈번한 복

네트워크를 파악하여 임상증상 표현을 시각화하였다.

부 조임(수축)’, ‘지속적이고 묵직한 허리 통증’, ‘골반이나 하복부가

(Supplementary data), 이는 여성건강간호학 교과서에 나타난 ‘월

본 연구 결과 조산 경험의 구성요인은 산과적 상태, 정서적 상태,

눌리는 느낌’, ‘가볍게 복부가 조여짐’[11,24,25]과 비교했을 때 조

병원 환경, 생활 스트레스, 임신 스트레스, 내과적 문제, 남편의 지

산 전 가진통과 자궁 수축의 증상에 대한 대상자의 임상증상 표현은

지, 정보의 지지, 신체적 상태의 9개로 추출되었다. 이는 건강하지

다양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임상 표현은 임박한 조산을 예

못한 생활습관, 의학적 위험요인, 생식기계 위험요인 등의 분류[6],

측할 수 있는 조산 위험 도구 개발에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임신력(과거 조산 경험), 임신특성(다태임신, 질 출혈, 심리·사회적

의학 실습교육에서는 75개 임상 표현(clinical presentation)으로 시

스트레스, 임신 관련 우울, 감염), 생물학적 유전적 지표(biological

작하였다가[26,27] 120개(제2판)로 증가시켰다[28]. 이 가운데 산부

and genetic markers; 양수, 소변, 경관 점액, 질 분비물 같은 생물
학적 액체, fetal fibronectin 등)의 분류[7]와 세부적인 차이를 보였
다. 여성건강간호 교과연구회[8]에서도 인구학적 요소, 산과적 과

인과 임상 표현은 무월경(amenorrhea), 불임/난임(infertility), 산전
관리(antepartum care), 외음부덩이(pudendal mass), 요실금(urinary

요인 중 ‘정서적 상태, 병원 환경, 생활 스트레스, 남편의 지지, 정

incontinence), 월경통/골반통(dysmenorrhea/pelvic pain), 젖흐름
증/유두 분비(galactorrhea/nipple discharge), 질 분비물(vaginal discharge), 질 출혈(vaginal bleeding), 폐경(menopause), 피임(contraception), 허리 통증(low back pain)의 12개이다[28]. 이들 산부인과

보의 지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Ahn

임상 표현과 본 연구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스트레스’, ‘배 뭉침(가

등[11]과 Raju [12]의 연구와도 유사한 것으로, 조산 전 경험의 구

진통), ‘태아 걱정’, ’양수 터짐’, ‘진진통’, ‘자궁수축’ 등은 조산 전

성요인이 구체적일 때 조산 위험 임산부에게 체계적인 간호를 제공

임산부의 상태를 사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임상증상 표현이라고 볼

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문헌 고찰을 통해 구성요인을 표준화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조산 전 경험에서 나타난 임상증상 표현은 여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34.6 (±2.98)세

성건강 교과서에서 제시한 것[8]이나 산과학[9]에서 제시한 골반 압

로 2019년 우리나라 조산 산모의 평균 연령인 33.5세[17]보다 많았

박감, 월경 증상과 유사한 경련, 물 같이 흐르는 질 분비물, 허리 통

으며 조산 위험요인 중 인구학적 연령 요소인 20세 이하 40세 이상

증과 같은 불편감과는 차이를 보여 이들 표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8]의 기준에는 속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구학적 요소 중 연령에

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산 위험으로 가정 내 관리를 하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는 임산부의 경우 자궁 수축과 배 뭉침을 구분하기 어려워한다는 점

거력, 현재 임신 관련 산과적 요소, 내과적 과거력, 생활습관 및 환
경적 요인 등으로 보고한 결과와 비교해볼 때 본 연구 결과의 구성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조산 산모의 이야기에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스트레스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배 뭉침(가진통), 양수

[29]을 고려할 때 스토리텔링 기반 임상증상 표현의 코딩화는 조기
진통 유무를 구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터짐, 태아 걱정, 진진통, 자궁 수축 순으로 나타났다. 교과서[8]에

본 연구에서는 MAXQDA 프로그램을 활용한 키워드 네트워크

서 제시한 전구 증상과 비교할 때 ‘통증’과 ‘자궁 수축’이라는 공통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이 연구방법은 회복력의 연구동향[13],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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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지 분석[14], 조기 진통과 출산의 결정요인[30] 등과 같이 키워드
분석에 이용되었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에서 구성요인의 분류는
질적 연구에서 주제 도출과정과 같이 연구자의 수준에 달려있다고

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NRF-2019R1F1A
1045799).

볼 수 있다. MAXQDA 프로그램을 이용한 분석은 객관적으로 분
류될 때까지 전체 텍스트를 코드 체계 안에서 분류(sorting)와 코딩
을 수차례 반복하고 검토할 수 있어 다른 사람에 의한 객관적 평가
가 가능하다. 또한 참여자들의 경험이 다양하여 동일 문장이 아닌

Data availability
Please contact the author for data availability.

간호 현장에서 전문적인 간호학 지식을 바탕으로 한 텍스트 네트워
크 분석 방법은 임상증상 표현의 축적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방법
으로 생각된다.
임상에서 환자의 호소 내용을 그대로 간호 기록으로 옮겨 적는 것
을 보고, 의학 교육의 임상 표현을 이용한 교육처럼 간호학도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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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표현으로 분류하여 교육할 필요를 느껴 처음으로 임상증상 표
현 도출을 적용하였다는 점과, 조산 산모의 개인적 경험을 더 구조
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첫 시도로 간호지식 체계의 발전을 위한 전환
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를 통해 조산 산모들의 삶은 ‘하루하루 버티기’라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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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 details on supplementary materials are presented online
(available at https://doi.org/10.4069/kjwhn.2020.08.08).

상으로 도출되었다. 조산 경험의 9개 구성요인은 산과적 상태, 정
서적 상태, 병원 환경, 생활 스트레스, 임신 스트레스, 내과적 문
제, 남편의 지지, 정보의 지지, 신체적 상태이며, 조산 산모가 경
험한 최다 빈도의 키워드는 스트레스이고, 다빈도 키워드 상위 3
개는 조기 진통, 개인적 특성, 조기 양막파열이다. 조산 전 임산부
의 상태를 사정할 수 있는 상위 6개의 임상증상 표현은 스트레스,
배 뭉침(가진통), 태아 걱정, 양수 터짐, 진진통, 자궁 수축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조산 관련 임상증상 표현을 산과 기록의
코딩화에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조산 경험의 9개 구성요인
은 조산 관련 위험척도 개발의 틀로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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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factors affecting suicidal ideation among female late adolescents from a Korean rural province.
Methods: A descriptive cross-sectional design involving self-reported questionnaires was use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female adolescents aged 18 to 22 years, from high schools, universities,
churches, and local community centers. The sample consisted of 197 female late adolescents from
three rural areas in Korea.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and the Suicidal Ideation Scale were used to measure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respectively.
Results: Suicidal ideation was correlated with having a specific suicide plan (r=.65, p<.001), depression (r=.39, p<.001), subjective well-being (r=–.46, p<.001), ever experienced violence (r=.15,
p=.029), and age (r=–.21, p=.003). Factors affecting suicidal ideation among rural female adolescents were having a specific suicide plan (β=.56, p<.001), subjective well-being (β=–.23, p=.001),
and suicide of a close person (β=.12, p=.035). These factors explained 48.0% of the variance in suicidal ideation (F=37.62, p<.001).
Conclusion: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affective factors and personal experiences regarding suicide were critical indicators for suicidal ideation among female late adolescents. These factors should
be managed and tailored nursing interventions should be offered to prevent suicide and to enhance
the psychiatric health status of female late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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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Psychological, emotional, social, and physical factors influence suicidal ideation in late adolescents.
• What this paper adds

Suicidal ideation among female late adolescents in a rural province was higher in younger respondents, those with depression,
and having experienced violence. Suicidal ideation in female late adolescents was affected by having a specific suicide plan,
subjective well-being, and suicide of a close person.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Findings can be used by nurses in assessing suicide ideation in female late adolescents. Tailored suicide prevention services should
be provided to female youth to enhance their mental health in rural areas of Korea.

Introduction

중매체의 영향을 많이 받아 유명인들을 모방하는 자살이 많으며,

연구 필요성

가지고 있다[6].

자살의 방법으로 치명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을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살률은 2018년 통계에서 인구 10만 명당 7.8

청소년기의 자살 생각에는 다양한 외재적, 내재적 영향요인이

명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작용한다고 밝혀져 왔다[7]. 청소년 자살 생각의 내재적 영향요인

10세에서 24세 사이 연령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 것으로 나
타나 그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1]. 전 연령대에서 남성의 자살률
이 높고 청소년기의 자살자 성비 또한 남성이 58.3%로 여성의
41.7%에 비해 높지만,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는 여성의 비율이 상
대적으로 높다[1]. 또한 우울과 스트레스를 가진 자살 잠재군은 오
히려 여성 청소년이 20.2%로 남성 청소년의 13.4%에 비해 높은 수
준을 보이고 있다[2].
자살은 단독의 사건적 개념이라기 보다는 자살 생각(suicide ideation), 자살 계획(suicide plan), 자살 시도(suicide attempt) 등, 자살
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3]. 자살 생각이

으로는 연령, 우울, 불안, 외로움, 낮은 안녕감, 무망감(hopeless-

ness) 등이 있었으며[4,8], 외재적 영향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지, 폭
력 경험, 주변인의 자살 경험, 경제적 환경 등이 나타났다[3,7,9,10].
자살 생각의 내재적 영향요인 중 직접적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
울은[3] 여성 청소년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 청소년이 다수임을 알 수 있다[1]. 청소년의 정서 상태는 자신
의 삶에 대한 전반적 평가인 주관적 안녕감을 사회적 지수로 흔히
나타내는데[11], 여성 청소년기의 삶에 대한 만족 정도인 안녕감을
자살 생각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8]. 남성 청소년에
비해 여성 청소년은 충동적인 자살이 적어 구체적인 자살 계획이

란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는 생각을 의미하며, 자살 계획은 자살을

자살 생각의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12]. 자살 생각의 외재적 영향

하려는 의도, 자살 시도는 죽음에 이르지 않은 자살 행동을 의미한

요인 중 폭력 경험은 가정 폭력과 학교 폭력 모두가 영향을 미친다

다[3]. 2019년 청소년 통계 조사에 의하면 남자 청소년의 자살 생

고 보고되고 있으며[12], 환경적 영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의 특성

각 비율이 11.0%인 것에 비해 여성 청소년의 자살 생각은 15.4%로

상 가까운 주변인의 자살을 경험하는 것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더 높았고, 자살 시도 비율도 여성 청소년이 2.6%로 남성 청소년의

[6]. 반면 여성 청소년은 소속감과 사회적 교류를 중요시하기 때문

2.3%에 비하여 높았다[4]. 따라서 자살 생각은 자살 시도와 자살로

에 사회적 지지가 자살 생각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12]. 그러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필

로 선행 연구에서 주로 여성 청소년에게 특징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요가 있다.

요인들을 통합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는 이차 성징으로 인한 변화와 정체감의 확립에 젠더의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청소년 자살은 전기 청소년기(13–15세)나

영향력이 증폭되는 시기이며, 생물학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 민

중기 청소년기(16–18세)보다 후기 청소년기(19–22세)에[7] 더 많이

감하게 접근해야 하는 시기이다[4]. 여성 청소년 자살 생각의 영향

발생하였으며[10,13], 전 세계적으로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요인을 조사하고 예방적 중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성 인지적 관점

고 있다[12]. 또한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의 통계청 자료를 근거

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5]. 청소년은 다른 연령대에 비

로 한 연구에 의하면 지역적으로는 도시보다 농촌의 청소년에게서

해 정신건강 문제보다 일시적인 정서 상태에 의한 자살 생각이나

자살률이 높게 나타나[10] 사회적으로 주류에 속하지 않는 여성, 농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자살 생각이 많다[6]. 또한 대

촌 거주, 후기 청소년기가 자살 생각의 고위험군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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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자살 연구는 대부분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며,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지 않고, 성별을 통합하여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청
소년 자살 생각 연구는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성
별, 연령에 따른 구분과 함께 영향요인에 대해 보다 세부적으로 탐
색해야 한다[5]. 따라서 소외된 지역에 해당하는 농촌에 거주하는
후기 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적인 초점 집단으로 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농촌에 거주하는 후기 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자살 생각의 영향요

G*power 3.1.9.4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의수준(α) = 0.05, 독립
변인 7개(우울, 주관적 안녕, 주변 사람의 자살, 구체적 자살 동기,
연령, 소득, 폭력 경험), 효과 크기 0.15, 검정력 0.80 기준으로 회
귀분석 표본 크기를 산출하였을 때 103명이었다. 효과 크기는 자살
생각 관련 메타 분석의 Hedge’s g값을 참조하였다[13]. 본 연구에
서는 청소년 자살관련 선행연구의 응답률인 40%와 68%의 응답률
평균을 사용하여[14] 200명의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197
명(회수율 98.5%)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인에 초점을 맞춘 예방 교육을 중재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도구

연구 목적

우울

본 연구는 한국 농촌에 거주하는 후기 청소년 여성의 자살 생각에

우울은 미국정신보건원이 일반인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목표는 다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CES-D)를

음과 같다.

[15] Shin 등[16]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했으며, 한국어판 연구자의

1) 농촌 후기 청소년 여성의 우울, 주관적 안녕, 자살 생각의 정도

승인을 받아 측정하였다. 지난 1주일 동안 1회 이하 경험한 경우인

를 파악한다.

2) 농촌 후기 청소년 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 생각의 차이
를 확인한다.

3) 농촌 후기 청소년 여성의 우울, 주관적 안녕, 자살 생각 간의 상
관관계를 확인한다.

4) 농촌 후기 청소년 여성의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

‘극히 드물다 = 0점’ 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5일 이상 경험한 경우인
‘대부분 그랬다 = 3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총 20
문항의 가능한 점수 범위는 0–6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
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고 한국인 대상 절사점으로 24점 이상은 위
험군을 의미한다[16]. 도구 개발 당시의 Cronbach’s α는 .89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다.

한다.

주관적 안녕

Methods
Ethics statement: This study was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Kongju National University (KNU-IRB-2019-84).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from the subjects.

연구 설계

주관적 안녕은 Suh와 Koo [11]가 개발한 Concise Measure of Sub-

jective Well-Being (COMOSWB)으로 개발자의 승인을 받아 측정
하였다. COMOSWB의 9문항 중 문항 1–3은 만족감, 문항 4–6은
긍정 정서, 문항 7–9는 부정 정서의 하위 범주로 나누어져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 1점’에서 ‘매우 그렇다 = 7점’의 7점 Likert 척도
를 사용하여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9–63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의 Cronbach’s
α는 .79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자가보고식 설문지 조사를 기반으로 한 연구로, 농촌에
거주하는 후기 청소년 여성의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

자살 생각

을 분석하기 위한 상관성 조사연구 설계이다.

자살 생각은 Beck 등[17]에 의해 제안된 Scale for Suicidal Ideation
을 Shin 등[18]이 번역한 도구를 이용하여 한국어판 연구자의 승인

연구 대상

을 받아 측정하였다. 도구의 구성은 총 19문항으로 ‘죽고 싶다는

본 연구는 농촌에 거주하는 후기 청소년 여성 197명을 대상으로 하

생각’, ‘자살에 대한 생각’, ‘누군가에게 자살하고 싶다고 말한 경

였다.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첫째,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만

험’, ‘인생이 자살로 끝날 것이라는 생각’, ‘자살 시도 경험’ 등으로

18–22세 사이의 여성으로[5], 둘째,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셋째,

구성되어 있으며 심각성에 따라 0점에서 3점 사이의 척도로 구성

한국어를 이해하며 연구 목적에 동의한 자이다. 대상자의 제외 기

되었다. 점수의 범위는 0–57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 생각에

준은 설문지의 현재 건강 문제와 과거 건강 문제의 자가 보고에 정

대한 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의 Cronbach’s α

신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거나, 도시에 거주하며 학업으로

는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다.

인해 일시적으로 농촌 지역에 이주해 온 자로 하였다.
https://doi.org/10.4069/kjwhn.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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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관련 특성

자료 분석

자살 관련 특성은 Renberg와 Jacobsson [19]에 의해 개발되고 Park

자료는 SPSS Statistics Win version 24.0 program (IBM Corp., Ar-

과 Kim [20]에 의해 타당화된 한국어판 자살태도 도구 중 연구자의

monk, NY, USA)을 이용하여 다음의 통계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1) 우울, 주관적 안녕, 자살 생각의 정도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

승인을 받고 구체적 자살 계획 1문항과 주변 사람의 자살 경험 1문
항, 총 2 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 자살 계획은 지난 1년간 자살
을 구체적으로 계획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0점 ‘매우 그

준편차를 구하였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 생각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시

렇지 않다’에서 4점 ‘매우 그렇다’로 답변하도록 하였다. 주변 사람
의 자살 경험은 가까운 사람 중에 자살한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질
문으로 1점 ‘전혀 없다’, 2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3점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있다’, 4점 ‘자살한 사람이 있다’, 5점 ‘자살
하려다 실패한 사람이 있다’, 6점 ‘자살을 시도한 사람과 자살한 사
람이 모두 있다’였다.

행하였다.

3) 우울, 주관적 안녕, 자살 생각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
4)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은 변수의 정규성 분포를
Kolmogorov-Smirnov 검정으로 확인하고, 변수 간의 다중 공선
성 검정을 위해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와
Durbin-Watson test를 시행한 후 입력 방식의 위계적 회귀분석
을 시행하였다.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2020년 2월에 경기도 안성시, 충청남도 공주시, 전라
북도 전주시에 거주하는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
자 2인에 의해 2개의 고등학교, 2개의 대학교, 1개의 교회, 1개의
지역사회 복지관에서 200명에게 임의 표집 방법으로 설문지를 조

Results

사하였다. 지역 선정은 Kim [21]의 여성 청소년 자살률 지역분포도

우울, 주관적 안녕, 자살 생각의 정도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
생각의 차이

에서 상위 1–2단계에 포함된 농촌 지역을 선정하였다. 고등학교에

대상자 총 197명 중 20대는 57.9% (n = 114)였으며, 소득 수준은 ‘상’

서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학교장과 담임 교사로부터, 대학교에

이 42.1% (n = 83)였다. 폭력 노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서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는 학과장과 담당 교수로부터 허가를 받아

24.9% (n = 49)였다. 가정 폭력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는 10.7%
(n = 21)였다. 주변 사람의 자살 경험 평균±표준 편차는 4.46±2.19
점, 구체적 자살 계획 점수는 0.53±0.78점이었다(Table 1). 우울은
평균 15.88±10.13점으로 중등도 수준이었으며, 24점 이상의 우울
군은 44명(22.3%)으로 우울군의 우울점수 평균은 31.41±5.47, 비
우울군의 평균은 11.48±5.89였다. 주관적 안녕은 총점 평균이
38.27±9.25점, 하위 영역인 만족감,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의
평균은 각각 14.42±3.76점, 14.09±3.90점, 11.24±3.98점이었
다. 자살 생각은 평균 24.24±5.27점으로 중등도 수준이었으며, 24
점 이상의 위험군은 32.7%였다(Table 2).

연구자가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밀봉이 가능한 봉투에
넣어 전달하고 수거 시 밀봉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조사
장소는 교실, 강의실, 교회 회합실, 복지관 로비였고, 설문 소요시
간은 5–10분이었다. 참여자에게는 설문 작성 중에라도 철회가 가
능하며, 설문지는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음과 연구가 끝나
고 폐기됨을 설명하였다. 참여자에게는 설문지 수거 시 자살 상담
핫라인 번호 스티커를 배부하고, 도움 요청 방법을 알려주었다. 또
한 정서적 지지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줄 수 있음을 설명
하고 원하는 경우 연락하도록 설명하였다.

Table 1. Suicide ideation according to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197)
Variable
Age (year)

Categories
18–19
20–22
Household income
High
Medium
Low
Ever experienced violence
Yes
No
Ever experienced domestic violence Yes
No
Suicide of a close person
Suicide plan
216

n (%)
83 (42.1)
114 (57.9)
60 (30.5)
65 (33.0)
72 (36.5)
49 (24.9)
148 (75.1)
21 (10.7)
176 (89.3)

Mean± SD
25.43± 5.22
23.44± 5.19
24.91± 5.86
24.37± 5.13
23.42± 4.65
25.82± 5.63
23.77± 5.08
26.19± 5.08
24.05± 5.20
4.46± 2.19
0.53± 0.78

F/t
2.65

p
.009

1.34

.265

–2.37

.018

–1.76

.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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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uicide ideation according to depression and subjective well-being. (N=197)
Variable
Depression

Subjective well-being

Categories
Total
Non-depressive (< 24)
Depressive (≥ 24)
Total
Satisfaction
Positive affect
Negative affect

n (%)
197 (100)
153 (77.7)
44 (22.3)

Mean± SD
15.88± 10.13
11.48± 5.89
31.41± 5.47
38.27± 9.25
14.42± 3.76
14.09± 3.90
11.24± 3.98
24.24± 5.27

Suicide ideation

Min-Max
1–48
1–23
24–48
11–60
4–21
3–21
3–21
16–42

Table 3. Correlations among participant characteristics and suicidal ideation (N=197)
Variable
Household income†
Ever experienced violence†
Suicide of a close person
Having a specific suicide plan
Depression
Subjective well-being
Suicidal ideation

Age
.21 (.002)
.09 (.171)
–.18 (.011)
–.13 (.056)
–.01 (.929)
.01 (.968)
–.21 (.003)

Household
income

Ever experienced
violence

r (p)
Suicide of a
close person

Having a specific
suicide plan

.22 (.002)
–.07 (.306)
.05 (.438)
–.08 (.594)
–.03 (.651)
–.09 (.200)

–.03(.637)
.11 (.108)
.17 (.016)
–.17 (.013)
.15 (.029)

.30 (< .001)
–.13 (.051)
–.20 (.005)
.11 (.110)

.35 (< .001)
–.37 (< .001)
.65 (< .001)

Depression

–.58 (< .001)
.39 (< .001)

Subjective
well-being

–.46 ( < .001)

†

Dummy references were household income (low) and ever experienced violence (yes).

연령이 10대인 경우 20대에 비해 자살 생각 점수가 더 높았다

형은 회귀분석에 적합하였다. 소득 수준은 ‘낮음’을 1로 dummy 처

(t = 2.65, p =.009). 소득에 따른 자살 생각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리하여 회귀분석에 투입하였다. 입력 방식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하지 않았다. 폭력 노출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없는 대상자에 비해

모형 1 에서 독립변수 3 개가 입력되었고 모형은 유의하였으며

자살 생각 점수가 더 높았다(t =–2.37, p =.018). 가정 폭력 노출 경험

(F = 21.63, p <.001), 우울(β = .20, p = .010), 주관적 안녕(β = –.34,

에 따른 자살 생각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1).

람의 자살 경험(r =.30, p <.001), 우울(r = .35, p <.001)과 관련성이

p < .001), 소득 수준(β = –1.27, p = .046) 이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
쳤고 설명력은 23%였다(F = 21.63, p < .001). 모형 2에서는 구체적
자살 계획이 입력되었고 모형은 유의하였으며(F = 45.09, p <.001)
우울과 소득 수준은 영향력의 통계적 유의도가 사라졌다. 모형 2에
서 주관적 안녕(β = –. 22 , p = . 001 ), 구체적 자살 계획(β = . 53 ,
p < .001)이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쳤으며 설명력은 46%로 23%가
증가하였다(F = 45.09, p <.001). 모형 3에서는 주변 사람의 자살 경

있었다. 주관적 안녕은 주변 사람의 자살 경험(r = –.20, p = .005), 구

험이 입력되었고 우울과 소득 수준은 지속적으로 통계적 유의도가

체적 자살 계획(r =–.37, p <.001), 우울(r = –.58, p <.001)과 관련성

없었다. 모형 3에서 주관적 안녕(β = –.23, p = .001), 구체적 자살 계

이 있었다(Table 3).

획(β=.56, p <.001), 주변 사람의 자살 경험(β=.12, p =.035)이 자살

우울, 주관적 안녕, 자살 생각 간의 상관관계
자살 생각은 연령(r = –.21, p = .003), 폭력 경험(r = .15, p = .029), 구
체적 자살 계획(r =.65, p <.001), 우울(r = .39, p < .001), 주관적 안녕
(r = –.46, p < .001)과 관련성이 있었다. 구체적 자살 계획은 주변 사

생각에 영향을 미쳤으며 설명력은 48%로 증가하였다 (F = 37.62,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요인
Kolmogorov-Smirnov 검정 결과 z = .144였고, 독립변수와 종속변
수의 정규 P-P 도표 기울기가 45도로 나타나 정규성과 선형성이
확인되었다. 공차 한계는 모두 0.1 이상의 수치를 보였고, 모형의
VIF 검정 결과 1 . 101 – 1 . 590 으로 다중 공선성이 없었으며,
Durbin-Watson test 결과 1.992–2.007로 잔차의 독립성이 있었고,
산점도가 0을 중심으로 고르게 퍼져 있어 등분산성이 확인되어 모
https://doi.org/10.4069/kjwhn.2020.06.15

p <.001) (Table 4).

Discussion
본 연구는 농촌에 거주하는 후기 청소년 여성의 자살 생각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함으로써 여성 청소년의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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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actors influencing suicidal ideation (N=197)
Variable
(Constant)
Depression
Subjective well-being
Household income†
Having a specific suicide plan
Suicide of a close person
F(df), p
Adjusted R2
R2 change (F, p)

Analysis model 1
t
p
14.42
< .001
.20
2.59
.010
–.34
–4.47
< .001
–1.27
–2.01
.046

β

21.62 (3), < .001
.23

β
.08
–.22
–.07
.53

Analysis model 2
t
p
14.41
< .001
1.36
.175
–3.28
.001
–1.32
.190
9.22
< .001

β
.08
–.23
–.07
.56
.12

45.09 (4), < .001
.46
.23 (44.10, < .001)

Analysis model 3
t
p
13.51
< .001
1.34
.180
–3.49
.001
–1.35
.179
9.54
< .001
2.12
.035
37.62 (5), < .001
.48
.02 (36.83, < .001)

†

The dummy variable reference for household income was (low).

기 청소년 여성의 자살 생각에 대한 영향요인은 구체적 자살 계획,

구에서도 낮은 소득 수준이 회귀모형 1에서 자살 생각에 영향을 주

주관적 안녕, 주변 사람의 자살 경험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장에서

었고, 2, 3모형에서는 영향력이 사라졌다. 가정의 소득 수준이 우

는 여성 청소년의 자살 생각의 관련요인과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논

울, 주관적 안녕 등의 타 요인에 비해서 높은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

하고자 한다.

다. 또한 가정의 소득 수준과 우울, 주관적 안녕감, 구체적 자살 계

본 연구의 결과 자살 생각의 정도는 총점 평균 24.24점으로 동일

획, 주변 사람의 자살 경험, 자살 생각과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

도구로 측정한 국외 여성 청소년의 16.01점에 비해 높았으며[8],

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 청소년에게 가정의 소득 수준은 자

국내 여성 청소년인 10.05점에 비해서도 높았다[6]. 24점 이상의

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타 요인에 비해 비중이 적게 나타났지만,

점수는 자살 생각을 매우 많이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보고를 고

한 문항으로만 측정했기 때문일 수 있어 추후 연구를 요한다.

려하면[6] 자살률이 높은 농촌 여성 청소년의 자살 생각이 심각함

우울은 자살 생각의 가장 강력한 영향변수로 연구되어 왔다[23].

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 비해 10대 연령에서 자살 생

본 연구에서는 회귀모형 1에서 유의한 영향변수로 나타났으며, 상

각의 정도가 더 높았다. 이는 선행 연구들과 일관된 결과이며, 그

관 관계 분석에서는 우울이 구체적 자살 계획, 자살 생각과 유의한

원인을 학업 스트레스로 많이 꼽고 있다. 2019년 청소년 통계에 따

양의 상관관계를, 주관적 안녕감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

르면 13–18세의 경우 학업 스트레스, 19–24세는 직장 스트레스가

내었다. 우울은 스트레스 사건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으

가장 높았으며, 여성의 스트레스는 남성에 비해 12.2% 더 높았다

며, 본인이 우울하다는 상태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우울을

[22].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분석하지 못한 자살 생각의 영향요인

중재할 수 있는 초기의 상태를 지나 심각한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으로 학업과 직업 스트레스를 추후에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많다[26]. 그러므로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 청소년의 우울이 만성화

본 연구에서 폭력 경험과 가정 폭력의 경험 여부에 따른 자살 생
각 정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폭력 노출 경험이 있는 여성 청소년

되기 전에 초기 단계에 사정하여 잠재적 위험이 있는 대상자의 심
리적 중재가 필요할 것이다.

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살 생각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본 연구에서 회귀분석 결과 모형에 투입되었을 때 23%의 설명력

나, 학교 따돌림 등의 폭력 경험을 가진 피학대 청소년의 자살 생각

증가를 가져와 자살 생각에 가장 영향을 크게 주는 요인이 구체적

이 높은 수준이라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였다[9]. 하지만 가정 폭력

자살 계획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자살률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의 노출 경험 유무에 따라 자살 생각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높지만, 자살 시도 비율과 자살 생각 정도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

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가정 폭력 경험을 가진 청소년이 그렇지

았다[4]. 여성 청소년은 자살 생각의 내재화 정도가 높고 남성 청소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자살 생각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와는 다르지만

년에 비해 자살 생각의 감소 궤적이 적어 자살 생각이 쉽게 사라지

[21], 학교 폭력에 비해 가정 폭력의 통계적 유의성이 낮다고 하는

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27]. 청소년의 자살 시도 대다수가 사

보고와 일맥상통한다[23].

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충동적이라는 과거의 연구 결과가 있었으

경제적 요인을 살펴보면 차이 검증에서 소득 수준 간에 자살 생

나,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자살 계획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나

각의 차이가 없어 기존 연구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자살 생각이

청소년의 자살이 현실도피적, 충동적, 일시적인 스트레스에 의한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와[24] 차이가 있었다. 한편, 청소년 자

반응이라는 연구 결과들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28]. 이

살 고위험군에서는 가정 경제 스트레스가 영향요인이었으나, 자살

는 청소년의 자살 예방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고 위험군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보고도 있다[25]. 본 연

것으로, 청소년의 자살이 충동적이라는 관점보다는 예측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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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에 무게를 두고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

중재에 활용할 수 있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는 데 있다. 2019년

과는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 및 시스템 구축에 있어, 청소년

청소년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의 상담 대상은 주로 친구(49.1%)이고,

들에게 구체적 자살 계획이 있는지를 선별하고 조기에 예방적 개입

그 다음이 부모(28.0%), 스스로 해결(13.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 처방이 가능하며,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4],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본 연구에서 두 번째로 영향력이 높았던 독립변수는 주관적 안

응답한 청소년이 10.7%나 되었다[4]. 청소년의 고민 상담에 스승은

녕이었는데, 주관적 안녕은 높은 긍정적 정서와 만족감, 낮은 부정
안녕은 주변 사람의 자살 경험, 구체적 자살 계획과 약한 상관관계

0.9%, 전문 상담자를 포함한 기타가 0.8%로 나타나 전문적 중재가
부족한 현실이다[4]. 청소년에 대한 자살 예방 중재는 지원 서비스
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며, 죄책감과 수치심을 고려하여[29] 본 연

를, 우울과는 중등도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 결과는 주관

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적 정서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주관적

적 안녕감이 대상자의 자살 생각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자살률이 높은 3개 지역의 농촌에서

시사점을 준다. 선행연구[29]에서 청소년의 자살 생각 보호요인으

표집한 결과로 전국의 농촌 지역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과, 일부

로는 낙관성, 자아 존중감, 정서 조절이 있었던 것과 일치하나, 위

의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편의추출하여 일반화할 수 없다는 점이

험요인으로 보고된 학업 스트레스나 자살 고위험군에게 위험요인

다. 둘째, 설문지에 기초한 조사 연구이므로 대상자의 응답에 의존

이 한꺼번에 닥칠 경우 자살 위험이 높아진 집중적 특성은 측정하

하여 민감한 질문에 대한 응답의 오류가 존재할 수 있다. 셋째, 폭

지 못해 추후 연구를 요한다.

력 경험, 구체적 자살 계획, 주변인의 자살 경험 문항이 각각 하나

본 연구에서 주변 사람의 자살 경험은 자살 생각에 세 번째로 영

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보다 타당화된 도구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향력이 높은 변수였다. 주변 사람의 자살 경험 정도는 6점 척도에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

서 평균 4.46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국내 자살자에 대한 심

스와 직업 스트레스를 측정하여 자살 생각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리 부검에서 자살자의 45.5%가 부모 혹은 조부모의 자살 시도를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자살의 위험요인과 함께 보호요인을 조사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친척 중 자살 사망 경험이 36.4%로 나타

하여, 예방 중재에 도움이 되는 매개변수를 파악하는 연구를 제언

났다[2]. 영국 연구에서는 가까운 이의 자살을 경험한 대상자의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밝혀진 영향요인을 참고하여 농촌에 거주

49%가 자살 생각을 하였으며, 9%가 자살 시도를 하였다[14]. 사회
적으로 베르테르 효과(the Werther effect)라고 불리는 유명인의 자

하는 후기 청소년 여성의 특성에 세밀하게 적합한 중재를 개발하여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살 사건은 민감한 청소년기에 모방 자살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
다. 가족이나 친구, 친척의 자살을 경험한 사람은 자살 생존자로 분
류되고 있다[30].
연구 결과 농촌에 거주하는 후기 청소년 여성의 자살 생각에 대
한 영향요인은 구체적 자살 계획, 주관적 안녕감, 주변 사람의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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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정도의 순이었다. 20대보다는 10대, 폭력의 경험이 없는 경우
보다는 있는 경우에 자살 생각이 더 높았으며, 우울감이 높을수록
자살 생각이 많았다. 결론적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 청소년의
자살 예방을 위해서 잠재적인 자살 위험군을 선별하려면 구체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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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부정적 정서를 줄이는 교육과 세밀한 정서적 중재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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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between
Korean midwives in birthing centers and midwives in hospitals
Buyoun Kim, Sook Jung Kang
College of Nursing,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Midwives working in hospitals (MWH) have limited roles in managing and assisting
births independently. To find ways to successfully integrate midwifery into care systems, exploring
midwives’ work-related perceptions might be the first step.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between Korean midwives working in birthing centers
(MWBC) and MWH.
Methods: A descriptive comparative design was used, querying 19 MWBC and 53 MWH in Korea.
Data were accrued from October to November 2017 using the Professionalism Inventory Scale and
the Job Satisfaction Scale.
Results: Age, marital status, monthly income, length of career as a midwife, and length of career in
the current workplace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MWBC and MWH. The level of professionalism in MWBC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y position at the birthing center (t=16.19,
p=.001).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among MWH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ing on perceived professional performance (F=9.95, p<.001 and F=11.04, p<.001, respectively).
Levels of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were higher for MWBC than for MWH.
Conclusion: Educational programs designed to enhance professionalism and expand the role of
MWH are suggested. Also, policy changes that clearly define job roles and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is required to enable MWH in Korea to effectively perform their midwifery work and be
properly reimbur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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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he average number of midwives in 32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countries in
2011 was 69.9 per 100,000 women [1], whereas Korea had the
lowest, 3.4 midwives per 100,000 in 2015 [2]. Although Korea
licensed about 20 midwives per year since 2011, midwives still
constitute the smallest number among medical professionals
[2]. Among the 8,266 licensed midwives in Korea in 2018, the
number of midwives who actually work is less than 10% [2]. In
Korea, midwives can work either in birthing centers or hospitals.

According to 2015 data, the number of midwives working in
hospitals (MWH) decreased steadily from 896 in 2007 to 641,
and only 39 midwives actively worked in 31 centers nationwide
[2]. Without understanding the reason for this decrease, the
number of midwives is expected to drop further.
The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Midwives (ICM) defines
the midwives’ scope of practice, emphasizing their full responsibility for supporting, caring, and advising mothers and their babies [3]. However this is not applicable to the current role and
scope of practice among Korean midwives. That is, midwives in
Korea are responsible for caring for women in labor i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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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The number of midwives in Korea is decreasing, and the role of midwives working in hospitals is limited. Given the limited research on Korean midwives,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need to be explored by midwives’ practice setting.
• What this paper adds

Midwives working in hospitals showed significantly low levels in both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than midwives in
birthing centers.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For midwives working in hospitals, clear job description based on hospital policy and legal system are needed to effectively conduct
their primary role as a midwife.

pendently only in birthing centers, but rarely in hospitals or other health care settings run by physicians [4]. Since the 1980s, an
increase in hospital births led to a surge in the number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 in Korea. These trends changed midwives’ practices, restricting them in the use of medical devices
(e.g., vacuum extractors and sonograms) and drug usage [5],
leading to the shrinking of midwives’ scope of practice. In addition, these changes led to the closure of many birthing centers
due to the decreased competitiveness of midwives in the Korean
health care system [6]. Circumstances for midwives working in
birthing centers (MWBC) are also limiting, such as laws mandating a minimum number of birth cases for a program to be
certified as an MWBC training program, or requiring reliance
on technology with a medical team. These legal stipulations,
however, do not reflect the current low birth rate and need to be
reconsidered to increase the number of MWBC and extend the
scope of practice of MWBC in Korea. Although 77.1% of midwives in Korea are employed in hospitals [2], virtually all practice as registered nurses, not as midwives [7,8].
One important characteristic of professionalism for midwives
is autonomy [9]. MWBC take full responsibility to manage and
lead the whole birth process. In contrast, MWH cannot easily
manage and conduct births independently in Korea. Furthermore, in hospitals, some midwives are placed in a hierarchical
relationship with obstetricians, relegated to the role of assisting
the obstetrician [5]. Professionalism is a major factor influencing job satisfaction [10,11] and midwives’ job satisfaction is
critical in developing their sense of professionalism [12].
Over the past two decades in Korea, the total fertility rate rapidly declined from 1.54 children per woman in 1997 to 0.98
children per woman in 2018, accompanied by a decrease in the
sizes of birthing centers and numbers of midwives [2]. Midhttps://doi.org/10.4069/kjwhn.2020.09.08

wife-led counseling and managing have been noted to improve
confidence for giving birth and lead to positive birth experience
[13,14]. For better health outcomes of mothers and newborns,
certified midwives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perinatal care.
There is a paucity of research about Korean midwives, however, with only one study exploring job satisfaction of MWH [15].
Considering the large number of MWH [2] and midwives who
have distinct roles as MWBC, investigating the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of both MWBC and MWH is needed.
Thus, the purpose of this 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 was
(1) to investigate characteristics of MWBC and MWH, (2) to
identify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MWBC and MWH, (3) to compare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among MWBC and MWH, and (4)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Methods
Ethics statement: This study was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of Ewha Womans University (EWIRB-18-3.0-20170901).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from participants.

Study design
This 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among MWBC
and MWH in Korea.
Participants
Definitions of midwives are as follows: MWBC are those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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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alone or as part of a team and manage childbirth at a birthing center or home; MWH are those who work in the delivery
room of a hospital. In the present study, inclusion criteria for
MWBC were midwives who were certified and registered in the
Korean Midwives Association (KMA) and currently work in a
birthing center. Inclusion criteria for MWH were midwives who
were certified and registered in the KMA and currently work in
a hospital delivery room. There were a total of 22 MWBC nationwide and all were recruited through contact with birthing
centers in Korea. A total of 72 midwives participated in this
study, of which 19 were MWBC (two refused participation and
one offered inadequate responses) and 53 were MWH. This
number was sufficient for analysis estimated by G*power 3.1.9.2
for correlation analysis, with a middle to large effect size of 0.65
from Cohen’s criteria [16], a two-tailed error of 0.05, and 85%
power.

Measures
General characteristics included age, marital status, educational
level, and monthly income; job characteristics included current
workplace, length of career as a midwife, and length of career in
their current workplace. In addition, MWBC were asked about
their position in the birthing center and number of births they
deliver monthly. MWH were asked about the size of the hospital
(number of beds), and to assess perceived professional performance, were asked “What percentage of your professional ability as a midwife do you think you use in the delivery room?” Participants’ responses were divided into three stages; (1) less than
50%, (2) 50–79%, and (3) 80% and greater.
Professionalism
Professionalism was measured using the Professionalism Inventory Scale developed by Hall [17], revised by Snizek [18], and
translated into Korean by Baek and Kim-Godwin [19]. Permission to use the Korean version of the instrument was obtained.
The scale has five subscales: use of professional organizations as
a major reference (5 items), beliefs in public service (5 items),
autonomy (5 items), belief in self-regulation (5 items), and
sense of calling to the field (5 items). Participants were asked to
rate each item on a Likert-type scale ranging from 1 (strongly
disagree) to 5 (strongly agree). Higher scores indicated higher
professionalism. Cronbach’s alpha for the original Korean version was .82 [19] and .83 in this study.
Job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 was measured by the Attitude Scale to Measure
Occupational Satisfaction of Hospital Nurses [20], translated into
224

Korean [21] and revised to fit nurses in general hospitals [22].
Approval to use the instrument was obtained from the original
developer. This 20-item scale includes seven subscales: pay (2
items), job prestige/status (3 items), midwife-doctor relationship
(two items), organizational requirements (3 items), autonomy (3
items), task requirements (4 items), and interactions with colleagues (3 items). The researchers revised and supplemented the
questionnaire to be suitable for midwives. Some terminology was
replaced to render the questionnaire specific to the working environment of midwives (e.g., midwives, physicians, health care coworkers, and birthing process). Content validity was verified
twice: by five experts in the first round followed by three experts
in the second round. By revising two items that had less than .8 on
the content validity index, the final 20 questions applicable to
midwives were identified. Participants rated each item on a Likertscale from 1 (strongly disagree) to 5 (strongly agree). Higher
scores indicated higher job satisfaction. Cronbach’s alpha for the
Korean version [21] and revised version [22] were .77 and .77,
respectively. In this study, Cronbach’s alpha was .78.

Procedure
Data collection was done from October to November 2017
through direct visits, postal mailings, and mobile surveys.
MWBC were targeted at all birthing centers registered with the
KMA and 14 birthing centers nationwide in eight districts were
contacted. In the case of MWH, the recruitment document was
posted at one of the largest online communities for graduates of
a midwifery education institute. Data collection for MWH was
also conducted in the delivery room of two general hospitals in
Busan and Daegu. Participants received an informational leaflet
about the study and voluntarily completed an informed consent
form and a paper survey. For the online survey, participants
could complete the questionnaire after clicking the informed
consent button. All study participants received a small gift. A total of 72 midwives, including 19 MWBC (five direct visits, eight
postal mailings, and six mobile surveys) and 53 MWH (17 postal mailings and 36 mobile surveys), participated in the study.
Data analysis
Data were analyzed using IBM SPSS Statistics ver. 21.0 (IBM
Corp., Armonk, NY, USA). General characteristics,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were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Differences in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by t-test and analysis of variance; differences between professional and job satisfaction among MWBC and
MWH were analyzed by t-test. To correct numerical differences
https://doi.org/10.4069/kjwhn.2020.09.08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20;26(3):222-230

for participants in both groups, the pooled-variance t-test and
the Welch-Satterthwaite t-test were use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was us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13.65, respectively). Sixteen MWBC (84.2%) were owners of
birthing centers and the number of births per month was 6.9.
The mean of perceived professional performance for MWH was
60.2%.

Results

Differences in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midwives’ characteristics
Table 2 presents differences in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by characteristics among MWBC and MWH. The levels of
professionalism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among MWBC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marital status (F = 5.98,
p = .012) and position at the birthing center (t = 16.19, p = .001).
Professionalism scores of MWH decreased significantly, aligned

Characteristics of MWBC and MWH
Table 1 shows the general and job characteristics of MWBC and
MWH. The mean length of career as a midwife (year) was two
times higher for MWBC (25.26) than MWH (11.17), whereas
the mean length of career in the current workplace (year) did
not show a wide gap between MWBC and MWH (12.79 and
Table 1. Characteristics of MWBC and MWH (N=72)
Characteristic

Categories

Age (year)

20–29
30–39
40–49
50–59
≥ 60
Married
Single
Divorced
Diploma
University
Graduate school
< 300
300–399
400–499
≥ 500

Marital status

Educational level

Monthly income (10,000 KRW)

Length of career as midwife (year)

n (%)

Mean± SD
< 10
10–19
20–29
≥ 30

Length of career in current workplace (year)

Position at birthing center
Number of births/month
Perceived professional performance (%)

Mean± SD
< 10
10–19
20–29
≥ 30
Owner
Staff
Mean± SD

MWBC (n= 19)
0 (0.0)
5 (26.3)
1 (5.3)
7 (36.8)
6 (31.6)
16 (84.2)
2 (10.5)
1 (5.3)
9 (47.4)
7 (36.8)
3 (15.8)
6 (31.6)
5 (26.3)
3 (15.8)
5 (26.3)
25.26±11.97
2 (10.5)
6 (31.6)
3 (15.8)
8 (42.1)
12.79±14.06
13 (68.4)
2 (10.5)
0 (0.0)
4 (21.1)
16 (84.2)
3 (15.8)
6.89± 3.11

< 50
50–79
≥ 80

MWH (n= 53)
8 (15.1)
21 (39.6)
20 (37.7)
4 (7.5)
0 (0.0)
29 (54.7)
23 (43.4)
1 (1.9)
13 (24.5)
26 (49.1)
14 (26.4)
25 (47.2)
20 (37.7)
6 (11.3)
2 (3.8)
11.17± 6.54
20 (37.7)
29 (54.7)
4 (7.5)
0 (0.0)
13.65± 6.67
20 (37.7)
29 (54.7)
4 (7.5)
0 (0.0)

22 (41.5)
23 (43.4)
8 (15.1)

KRW: Korean won; MWBC: midwives working in birthing centers, MWH: midwives working in hospitals.
https://doi.org/10.4069/kjwhn.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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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by characteristics among participants (N=72)
MWBC (n= 19)
Professionalism
Job satisfaction
Mean ± SD t or F (p)
Mean± SD t or F (p)
Age (year)
30–39
3.71 ± 0.15 1.95 (.165) 3.53± 0.16 0.36 (.783)
40–49
3.44 ± 0.00
3.25± 0.00
50–59
3.96 ± 0.08
3.56± 0.37
≥ 60
3.91 ± 0.09
3.51± 0.25
Marital status
Married
3.92 ± 0.22 5.98 (.012)
3.55± 0.28 1.16 (.337)
Single
3.36 ± 0.11
3.25± 0.00
Divorced
3.76 ± 0.00
3.60± 0.00
Educational level
Diploma
3.88 ± 0.29 0.20 (.818)
3.53± 0.27 0.03 (.970)
University
3.80 ± 0.29
3.50± 0.23
Graduate school 3.90 ± 0.22
3.53± 0.46
Monthly income
< 300
3.74 ± 0.35 0.40 (.735) 3.40± 0.23 1.05 (.399)
(10,000 KRW)
300–399
3.90 ± 0.27
3.55± 0.35
400–499
3.91 ± 0.22
3.73± 0.12
≥ 500
3.90 ± 0.24
3.51± 0.28
Length of career as < 10
3.84 ± 0.11 1.77 (.196) 3.35± 0.50 1.54 (.244)
midwife (year)
10–19
3.67 ± 0.33
3.48± 0.18
20–29
4.03 ± 0.26
3.80± 0.18
≥ 30
3.93 ± 0.21
3.49± 0.27
Length of career in < 10
3.84 ± 0.23 0.08 (.921)
3.52± 0.26 1.95 (.175)
current workplace 10–19
3.92 ± 0.17
3.83± 0.04
(year)
20–29
NA
NA
≥ 30
3.87 ± 0.26
3.39± 0.28
Position at birthing Owner
3.93 ± 0.21 16.19 (.001) 3.55± 0.28 1.18 (.293)
center
Staff
3.43 ± 0.14
3.37± 0.20
Perceived professional < 50
performance (%)
50–79
≥ 80
Characteristic

Categories

MWH (n= 53)
Professionalism
Job satisfaction
Mean± SD
t or F (p)
Mean± SD
t or F (p)
3.23± 0.22 0.04 (.988)
3.15± 0.44 0.12 (.951)
3.19± 0.40
3.22± 0.49
3.22± 0.35
3.16± 0.31
3.22± 0.21
3.25± 0.39
3.25± 0.36 0.97 (.387)
3.23± 0.37 2.26 (.115)
3.14± 0.32
3.11± 0.43
3.48± 0.00
3.90± 0.00
3.14± 0.37 0.49 (.616)
3.16± 0.32 0.05 (.950)
3.25± 0.29
3.20± 0.40
3.20± 0.41
3.20± 0.51
3.24± 0.27 0.41 (.745)
3.13± 0.32 0.72 (.542)
3.20± 0.41
3.19± 0.49
3.21± 0.35
3.41± 0.46
2.96± 0.51
3.20± 0.35
3.23± 0.28 0.61 (.549)
3.17± 0.37 0.89 (.419)
3.17± 0.39
3.17± 0.44
3.36± 0.17
3.45± 0.24
NA
NA
3.23± 0.27 0.17 (.845)
3.14± 0.39 0.18 (.835)
3.19± 0.39
3.29± 0.44
3.27± 0.19
3.24± 0.30
NA
NA

3.00± 0.31 9.95 (< .001)
3.34± 0.23
3.41± 0.41

2.95± 0.40 11.04 ( < .001)
3.29± 0.30
3.57± 0.31

KRW: Korean won; MWBC: midwives working in birthing centers; MWH: midwives working in hospitals; NA: not applicable (cell count reported 0).

with a decrease in perceived professional performance, categorized as 80% or more, 50-79%, and less than 50% (3.41, 3.34,
and 3.00, respectively). Job satisfaction scores of MWH decreased significantly, with the decrease in perceived professional
performance (3.57, 3.29, and 2.95, respectively).

Differences in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between
MWBC and MWH
Table 3 shows differences in levels of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between MWBC and MWH. The mean score of
professionalism of MWBC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MWH (t = 7.42, p < .001). All five subscales of professionalism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s far as the rank order of the
subscales, the same results emerged in both groups, with the
highest score for “a sense of calling to the field” and the lowest
score for “use of the professional organization as a major refer226

ence.” The mean score of job satisfaction was also significantly
higher for MWBC than MWH (t = 7.42, p = .002).

Correlations between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in MWBC and MWH
A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in both MWBC (r = .49, p = .034)
and MWH (r = .66, p < .001) groups.

Discussion
MWBC included midwives who run birthing centers and midwives who were employed. The professionalism score of
MWBC who own and run birthing center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score of MWBC who were employed. More evidence needs to be accumulated, but managing and organizing a
https://doi.org/10.4069/kjwhn.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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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between the two midwife groups (N=72)
Variable
Professionalism

Job satisfaction

Subscales
Total
Professional organization as reference
Belief in public service
Autonomy
Belief in self-regulation
Sense of calling to field
Total
Pay
Job prestige/Status
Midwife–doctor relationship
Organizational requirements
Autonomy
Task requirements
Interaction with colleagues

Mean± SD
MWBC (n= 19)
MWH (n= 53)
3.85± 0.27
3.21± 0.34
3.37± 0.63
2.49± 0.46
3.74± 0.51
3.43± 0.47
4.14± 0.38
3.16± 0.61
3.64± 0.49
3.27± 0.61
4.38± 0.47
3.70± 0.61
3.52± 0.28
3.19± 0.41
3.29± 1.02
2.42± 0.79
4.44± 0.59
3.84± 0.76
2.95± 0.76
3.47± 0.85
3.09± 0.54
2.84± 0.68
4.23± 0.50
3.43± 0.63
2.76± 0.54
2.33± 0.45
3.88± 0.72
4.10± 0.55

t
7.43
6.43
2.39
6.51
2.40
4.39
3.98
3.80
3.10
–2.61
1.41
4.97
3.38
–1.40

p
< .001
< .001
.020
< .001
.019
< .001
.002
< .001
.003
.011
.164
< .001
.001
.167

All subscales were evaluated on a Likert scale from 1 (strongly disagree) to 5 (strongly agree).
MWBC: Midwives working in birthing centers; MWH: midwives working in hospitals.

birthing center may make midwives feel a greater sense of responsibility and autonomy in their workplace. Identifying a specific scope of practice and exploring perceptions of those midwives in future studies may help in understanding this difference.
MWH in this study with perceived professional performance
of less than 50% had the lowest professionalism score. In a previous study using the same scale, MWH who answered they
perform to the best of their abilities with scores lower than 50%,
scored lower on professionalism than registered nurses [23].
Special or higher positions at work as well as bigger hospital size
appear to influence MWH’s sense of professionalism [11,24].
Also, a previous study showed that midwives working in women’s hospitals had a higher performance rate of maternity-related
tasks than midwives working in general hospitals [8]. For MWH
to have higher sense of professionalism at work, the type of hospital, job description at the unit, and current position appear to be
important factors. In addition, in-depth study is needed to discern
the factors limiting the role of MWH and to explore their perceptions of the workplace environment.
MWH scored significantly lower on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than MWBC. Some midwives are making efforts to
establish their own roles by networking and self-development,
such as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conferences offered by the
ICM, but only a few midwives attend and most of them are
MWBC [25]. The KMA could enhance midwives’ sense of professionalism through regular membership meetings, seminars, or
publication of a professional journal. Such activity could enhance
https://doi.org/10.4069/kjwhn.2020.09.08

the sense of professionalism of all midwives, providing midwives
with current information and sharing issues of international midwifery.
Average scores on five professionalism subscales between
MWBC and MWH were compared. MWH’s “sense of calling to
the field” score (3.70 points)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MWBC (4.38 points), but had the highest score among other
professionalism subscales. MWH in this study were working in
delivery rooms, and even though their sense of calling score was
lower than MWBC, they may still perceive that caring for a
birthing woman is their calling. MWH’s autonomy score (3.16
points) was similar to that of general nurses (3.11 to 3.29
points) in a previous study that used the same instrument [11].
Midwives need to work autonomously to care for a woman who
is delivering a baby. Standardized job descriptions for MWH
need to be developed to ensure autonomy of their work.
The result of lower job-satisfaction level of MWH than their
counterparts in birthing centers is similar to the results of a
United Kingdom study of hospital midwives with lower job satisfaction than private midwives [26]. Another study in the
Netherlands, however, showed that there was no difference in
job satisfaction between MWBC and MWH [27]. Following
the initiation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in Korea in
1988, the trend of delivering babies in hospitals became the
norm by the in 1988s [5]. Throughout the last 30 years, little effort was made to change this trend. In 2017, the same year as
this study, monthly births in Korea were merely 29,814 [2]; and
only about 0.02% of births occurred in birthing centers. It is un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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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prising that the job satisfaction level of MWH was lower than
MWBC because their role as midwives is not currently recognized in the obstetrician-led birth system in Korea. Lack of midwives’ autonomy under the obstetrician-centered structure in
Korea may be one major reason MWH had low job satisfaction
and a low sense of professionalism. MWH are placed in a work
environment that does not recognize their role as a midwife, resulting in a vicious cycle in which their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decrease. In a midwife-led birthing system, however,
midwives can practice under their own understanding of their
role [14]. A detailed job description, including how to educate
and assist pregnant women, how to manage the environment for
childbirth, and responsibilities and rights of the midwife with
guaranteed autonomy would empower not only MWBC but
also MWH.
Previous studies reported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among nurses [11,28]. Therefore,
to enhance job satisfaction, perceptions of professionalism among
midwives also need to be considered. Establishing midwifery at
the graduate education level has long been suggested [4]; however, such a course of education is not yet available in Korea. All registered midwives are required to have 8 hours of continuing education per year [4], but this may be insufficient for midwives to
keep abreast of knowledge and skills. Shin [4] suggested expanding continuing education to twice the current requirements,
which would be 16 hours. Although this expansion may not be
easy to develop at this time, it would enhance the quality and content of required education for midwives. Hands-on practical education needs to be included in current continuing education rather than online education or lecture-type education because onthe-job errors of midwives can have life-or-death consequences.
In this sense, simulation education with a human-patient simulator, standardized patient, and virtual simulation may be conducive
because those modes can enhance knowledge, skill practice, and
communication skills.
The strength of this study is that it is one of the first comparative studies on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between
MWBC and MWH in Korea. Despite a number of studies on
women who use natural childbirth in birthing centers, studies
on midwives have rarely been conducted. Another strength is
the representativeness of the MWBC sample in this study, as all
were contacted and the majority (19 out of 22) participated.
A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numbers of participants in
the two groups were dissimilar. This was considered in statistical
analysis, but remained a limitation of this study. Also, in the case
of MWH, generalization is limited because of convenience sampling.
228

To improve the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of midwives, it is necessary to update continuing-education practice
programs designed to enhance their sense of professionalism.
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KMA should develop related
practical educational programs. Also improving hospital policy
can help clarify the role of MWH. Moreover, the legal system
needs to include reimbursement so midwives are reasonably
paid for their work. Lastly, Korean midwives need to rethink
what changes can help them in placing the needs of mothers and
their newborns at the center of the birthing process, aligned
with the Lancet Midwifery Series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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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우울, 피로, 신체존중감은 월경전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은주, 양승경
경남대학교 간호학과

Do depression, fatigue, and body esteem influence premenstrual
symptoms in nursing students?
Eun Joo Lee, Seung Kyoung Yang
Department of Nursing, Kyungnam University, Changwo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factors affecting premenstrual symptoms
among nursing students, focusing on depression, fatigue, and body esteem.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145 nursing students at a university located in Changwon, Korea.
Data were collected from November 2 to November 30, 2019 using self-reported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analysis of varianc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mean item score for premenstrual symptoms was 2.52±0.92, indicating a low level.
The mean score for depression was 16.05±7.72, and 15.2% of participants were found to be moderately depressed and 9.7% severely depressed. The mean item score for fatigue was 4.84±0.84, indicating a moderate level, and body esteem was 2.94±0.44, indicating a moderate level. The premenstrual symptoms of nursing student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depression
(r=–.58, p<.001), fatigue (r=.33, p<.001), and body esteem (r=–.28, p<.001). Factors impacting
premenstrual symptoms of nursing students were depression (β=.47, p<.001), dysmenorrhea (β=–
.18, p=.009), menstrual cycle irregularity (β=.17, p=.013), and body esteem (β=–.14, p=.038). The
total explanatory power of these variables was 41.0%.
Conclusion: Findings from this sample of nursing students suggest that intervention programs to
relieve premenstrual symptoms should focus on depression, menstrual cycle irregularity, dysmenorrhea, and body 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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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Young women commonly experience premenstrual symptoms, which can cause health problems and a poor quality of life.
However,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related variables and premenstrual symptoms are limited.
• What this paper adds

Depression was found to have the strongest influence on premenstrual symptoms in this sample of nursing students, followed
by dysmenorrhea, menstrual cycle irregularity, and body esteem. This study confirmed the association between premenstrual
symptoms and body esteem in nursing students.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In order to effectively manage premenstrual symptoms of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ograms considering depression, menstrual cycle irregularity, dysmenorrhea, and body esteem.

Introduction

대학생은 청소년기를 벗어나 대학 생활이라는 새로운 환경적 변
화로 인해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며, 특히 간호대학생은 과중

연구의 필요성

한 학업 부담감과 국가고시, 임상실습 등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으

월경전증후군이란 월경이 시작되기 전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

로 인해 스트레스와 우울 같은 정신적 문제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

의 다양한 신체적, 정서적, 행동적 불편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의

타났다[10]. 이러한 우울은 월경전증후군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미한다[1]. 월경 전 증상은 매우 다양하며 유방압통, 사지부종, 복

되고 있으며[8], 간호대학생의 경우 타 학과 학생들에 비해 우울 정

통, 두통, 체중 증가, 복부 팽만감 등의 신체적 증상과 짜증, 불안,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11],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월경

긴장, 우울, 공격성 등의 정서적 증상 외에도 피로, 수면 장애, 흥미

전 증상 정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저하, 사회적 위축, 주의 집중 곤란 등의 행동적 증상이 나타나기도

피로감은 월경 전 증상 중 하나로 보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월

한다[2]. 월경전증후군의 유병률은 측정 방법과 대상에 따라 차이

경전증후군에서 어떠한 기전으로 피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연구

가 있으나 가임기 여성의 20%–40%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

는 불충분한 수준이다[2]. 일상생활에서 간호대학생은 이론수업과

도로 심한 월경전증후군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임상실습을 병행하며 타 학과 학생보다 더 많은 피로감을 호소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대생의 98%까지 월경 전 증상을

고 하였는데[12], 간호대학생의 피로 유발 요인으로는 수면 부족,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3], 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펴보

과제, 임상실습 스트레스 등으로 나타났다[13]. 피로는 우울과도

았을 때 대학생 시기에 해당하는 20대의 경우 중년과 고등학생 시

관련 있으며[12], 월경 전 신체적 증상과 맞물러 가중될 수 있으므

기에 비해 월경 전 증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4]. 하지만 월경전

로 적절한 피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증후군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미혼 여성의 산부인과 진료에 대한

신체존중감이란 자기존중감의 구성요소로 자신의 신체나 외모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스스로

에 대한 자기 평가를 의미하며, 신체를 다루는 방식 및 사회적 관계

감내하려는 소극적이거나 회피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5]. 이러

행위와 관련 있다[14]. 여성의 경우 외모와 체중에 근거하여 신체

한 월경전증후군은 여성의 삶의 질 저하의 원인이 되며[6], 특히 월

존중감과 자아존중감이 형성되기도 한다[14]. 이러한 신체존중감

경전증후군의 유병률이 높은 시기에 속하는 여대생은 이로 인해 스

은 삶의 질, 대인관계, 건강증진 행위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낮

트레스, 학업 능력 저하, 부정 행위, 범죄나 자살까지 초래할 수 있

은 신체존중감은 스트레스 유발로 이어질 수 있다[15]. 연구에 따

으므로[3] 여대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월경 전 증상 관리가 필요

르면 월경 전 증상이 심할수록 부정적인 신체상(body image)을 보

하다.

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6], 신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신체존중

월경전증후군의 명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지

감 저하와 함께 스트레스, 우울 등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일으켜 월

만, 호르몬 불균형, 신경 전달 물질 변화 등의 생물학적 요인과[7],

경 전 증상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여대생은 자신의

우울[8], 월경에 대한 태도, 스트레스[9] 등과 같은 심리·사회적 요

외모와 체중에 관심이 높은 시기에 속하며, 간호대학생은 성인에

인들 간의 상호작용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월

비해 신체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므로[17], 신체존중감이 월

경전증후군은 심리·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알려

경 전 증상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져 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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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 태도, 건강 관련 생활습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으

연구 도구

며, 스트레스는 월경전증후군과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9,18]. 그러나 스트레스와 관련 있는 피로, 우울, 신체존중

월경 전 증상

감과 월경 전 증상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월경 전 증상은 Moos [19]가 개발한 Menstrual Distress Question-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피로, 우울, 신체존중감

naire를 Kim과 Kwon [20]이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으며,
Mind Garden (https://www.mindgarden.com/)에서 도구 구입 후
Kim과 Kwon [20]에게 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총 37문항으

과 월경 전 증상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월경 전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로 지난 월경 전 증상에 대한 자가보고 설문지이며 구성은 다음과

연구 목적

같다. 부정적 정서 8문항, 통증 6문항, 집중 관련 증상 8문항, 자율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우울, 피로, 신체존중감이 월경 전 증상에

신경 반응 6문항, 수분 관련 증상 4문항, 행동 변화 5문항으로 증상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

이 ‘전혀 없다’ 1점에서 ‘아주 심한 증상이 있다’ 6점까지의 6점 척

과 같다.

도이다. 점수 범위는 37점에서 222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월경

1) 대상자의 우울, 피로, 신체존중감, 월경 전 증상 정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월경 관련 특성에 따른 월경 전 증상

전 증상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

차이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우울, 피로, 신체존중감, 월경 전 증상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월경 전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다.

는 .9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6이었다. Kim과 Kwon [20]의 연구
에서 하위 요인의 Cronbach’s α는 부정적 정서 .88, 통증 .86, 집중
관련 증상 .88, 자율신경 반응 .81, 수분 관련 증상 .70, 행동 변화
.6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부정적 정서 .94, 통
증 .87, 집중 관련 증상 .93, 자율신경 반응 .76, 수분 관련 증상
.63, 행동 변화 .87로 나타났다.

Methods
Ethics statement: This study was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Kyungnam University (1040460-A-2019014).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from the participants.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월경 전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
명하기 위한 상관성 조사 연구설계이다.

연구 대상

우울
우울은 Radloff [21]의 자가보고형 우울 척도를 Cho와 Kim [22]이
번역한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로 측정하였으며, Cho와 Kim [23]에게
도구 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각 문항은 ‘극
히 드물다’ 0점부터 ‘대부분 그랬다’ 3점까지 4점 척도이다. 점수
범위는 0점에서 6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
을 의미한다. Cho와 Kim [2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2였으
며 본 연구에서는 .83이었다. 점수에 따른 우울 정도는 0–15점은
정상, 16–20점은 경미한 우울, 21–24점은 중한 우울, 25–60점은
심한 우울로 분류하였다[23].

본 연구의 대상자는 창원시에 소재한 한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여대생 중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본 연구에 참여하고자 서면

피로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G-power ver. 3.1.9를 이용하여 선

피로는 광범위한 상황과 집단의 피로를 측정하기 위해 Schwartz 등

행연구[18]에서 사용된 다중 회귀분석을 위한 중간 효과크기(d)

[24]이 개발한 피로 사정 도구(Fatigue Assessment Instrument)를

.15, 검증력(1–β) .80, 유의수준(α) .05, 예측요인 14개(연령, 평균

Byeon과 Lee [25]가 번안한 도구로 측정하였으며 도구 사용 승인
을 받아 사용하였다. 총 27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까지 7점 척도이며, 점수 범위는 27점에
서 189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피로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는 .9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수면 시간, 음주 빈도, 흡연, 체질량지수, 초경 연령, 월경 주기, 평
균 월경 기간, 월경량, 월경통, 가족력, 우울, 피로, 신체존중감)로
하여 구하였을 때, 총 135명이 필요하였다. 불성실 답변이나 중도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150명에게 자료 수집을 하였으며, 그 중
응답에 불성실한 설문지 5부를 제외한 145부를 본 연구의 최종 분
석에 사용하였다.

신체존중감
신체존중감은 Gim [14]이 Gim과 Cha [26]의 문항을 기반으로 일
부 문장을 수정하고 사회적 요소가 반영된 문장을 추가하여 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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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전반적 신체존중감 척도(Korean Overall Body Esteem

Scale)로 측정하였다. 도구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였으며,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체기능존중감 9문항, 외모존중감 6문항,
체중존중감 3문항으로 3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4점 척도로, 점
수 범위는 18점에서 72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존중감이 높
음을 의미한다.

Gim [1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체기능존중감 .91, 외모존
중감 .87, 체중존중감 .8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체기능존중감 .86, 외모존중감 .79, 체중존중감 .71이었다.
일반적 특성 및 월경 관련 특성
일반적 특성 문항은 ‘연령, 평균 수면 시간, 음주 빈도, 흡연, 체질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월경 관련 특성은 기술 통계를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우울, 피로, 신체존중감, 월경 전 증상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월경 관련 특성 및 우울 정도에 따른 월
경 전 증상의 차이는 독립표본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우울, 피로, 신체존중감과 월경 전 증상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5) 대상자의 월경 전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 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Results

량지수’의 5문항이었으며, 월경 관련 특성 문항은 ‘초경 연령, 월경

대상자의 우울, 피로, 신체존중감, 월경 전 증상 정도

주기, 평균 월경 기간, 월경량, 월경통(4점 이상) 유무, 가족력’의 6

대상자의 평균 우울 점수는 16.05±7.72점이었으며, 우울 점수에

문항으로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따른 분류에서 경미한 우울(16–20점)은 24명(16.6%), 중한 우울
(21–24점)은 22명(15.2%), 심한 우울(25점 이상)은 14명(9.7%)으로

자료 수집

나타났다. 피로는 문항 평균 4.84±0.84점으로 중등도 수준이었으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9년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

며, 신체존중감도 문항 평균 2.94±0.44점으로 중등도 수준이었다.

하였다. 조사에 앞서 간호대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시

하위 요인에서 체기능존중감 3.22±0.59점, 외모존중감 2.59±

행하여 설문지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파악하였으며, 설문지 내용을

0.58점, 체중존중감 2.81±0.83점으로 나타났다. 월경 전 증상의
문항 평균은 2.52±0.92점으로 낮은 수준이었고, 하위 영역별로는
통증이 2.95±1.1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행동 변화 2.92±1.18점,
수분 축적 2.70±0.90점, 부정 정서 2.66±1.27점, 자율신경 반응
변화 2.11±0.83점, 집중력 관련 증상 2.05±1.10점 순으로 나타났
다(Table 1).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없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대상자가 간호대학
생이므로 연구자가 직접 연구 참여자를 모집할 경우 자발적인 연구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연구 보조원을 선정하여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창원시 지역의 한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1학년에서부터 4학년까지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 보조원이 잠재적 연구 대상자의 수업이
없는 시간을 활용하여 개별적으로 연구의 목적 및 방법, 개인정보
의 비밀 보장, 자발적인 연구 참여의 동의 및 거부 권리를 설명하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월경 관련 특성 및 우울 정도에 따른 월경
전 증상 정도 차이

고, 연구 참여 자체가 학업 및 평가와 무관함을 설명하였다. 연구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월경 관련 특성 및 우울 정도에 따른 월경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이해하고 연구

전 증상 정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 월경 주기가 불규칙한 경우

참여에 동의한다는 서면 동의서를 작성한 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

(t = 2.46, p = .015)와 월경통을 호소하는 경우(t = 2.74, p = .007)에

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코드로 대상자의 정보를 식별하였

월경전증후군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다.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된 대상자의 개인적 정보와 조사 자료는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대상자의 우울, 피로, 신체존중감, 월경 전 증상의 상관관계

소요되는 시간은 5–10분 정도였고, 완성한 설문지는 바로 회수용

대상자의 월경 전 증상은 우울(r = .58, p < .001)과 중간 강도의 유의

봉투에 넣은 후 밀봉된 상태로 회수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로(r = .33,

에게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또한 필요한 경우

p < .001)는 약한 강도의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신체
존중감(r = –.28, p < .001)과 약하게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은 피로(r = .34 p < .001)와 양의 상관관
계를 보였고, 신체존중감(r = –.24, p = .003)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
었으며, 피로는 신체존중감(r = –.25, p = .002)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정서적 지지와 상담 가능한 핫라인, 교내 상담센터와 연계할 수 있
도록 안내하였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for Windows ver. 23.0 (IBM

Corp.,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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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pression, fatigue, body esteem, and premenstrual symptoms (N=145)
Variable
Depression

Categories

n(%)

Normal
Mild depression
Moderate depression
Severe depression

Mean± SD
16.05± 7.72

85 (58.6)
24 (16.6)
22 (15.2)
14 (9.7)

Fatigue
Body esteem
Function esteem
Appearance esteem
Weight esteem
Premenstrual symptoms
Autonomic nervous system changes
Pain
Behavioral changes
Concentration
Negative emotions
Water retention

130.63± 22.68
52.99± 7.91
15.58± 3.49
12.72± 2.74
8.42± 2.50
94.12± 34.70
12.66± 4.99
17.71± 6.88
14.69± 5.96
16.39± 8.83
21.31± 10.15
10.80± 3.62

Possible range
0–60
0–15
16–20
21–24
25–60
27–189
18–72
9–36
6–24
3–12
37–222
6–36
6–36
5–30
8–48
8–28
4–24

Item mean± SD
0.80± 0.39
0.55± 0.12
0.90± 0.75
1.13± 0.06
1.65± 0.34
4.84± 0.84
2.94± 0.44
3.22± 0.59
2.59± 0.58
2.81± 0.83
2.52± 0.92
2.11± 0.83
2.95± 1.14
2.92± 1.18
2.05± 1.10
2.66± 1.27
2.70± 0.90

Item range
0–3

1–7
1–4

1–6

Table 2. Differences in premenstrual symptoms according to general and menstrual characteristics (N=145)
Variable
Age (year)

Categories
≤ 20
21–22
≥ 23

Sleep time (hour)

≤5
6–7
≥8

Drinking (time/month)

None
1–2
≥3
< 18.5
18.5–22.9
≥ 23
≤ 12
13–14
≥ 15

Mean ± SD

Mean ± SD

Body mass index (kg/m2)

Age of menarche (year)

Mean ± SD
Menstrual cycle

Regular
Irregular
Menstrual period (day)
3–4
5–6
≥7
Amount of menstruation
Little
Moderate
Much
Dysmenorrhea ( ≥ 4)
Yes
No
Family history of premenstrual Yes
syndrome
No
https://doi.org/10.4069/kjwhn.2020.09.10

n (%)
83 (57.3)
46 (31.7)
16 (11.0)
20.66± 1.90
24 (16.6)
92 (63.4)
29 (20.0)
6.74± 1.36
30 (20.7)
95 (65.5)
20 (13.8)
25 (17.2)
93 (64.1)
27 (18.6)
69 (47.6)
58 (40.0)
18 (12.4)
12.75± 1.30
84 (57.9)
61 (42.1)
30 (20.7)
105 (72.4)
10 (6.9)
17 (11.7)
103 (71.0)
25 (17.2)
97 (66.9)
48 (33.1)
88 (60.7)
57 (39.3)

Mean± SD
2.53± 0.98
2.39± 0.81
3.04± 0.98

t or F (p)
2.86 (.061)

2.66± 0.97
2.44± 0.85
2.78± 1.13

1.68 (.191)

2.68± 1.00
2.44± 0.89
2.83± 0.98
2.79± 1.01
2.42± 0.82
2.49± 1.05
2.63± 0.92
2.52± 0.99
2.28± 0.80

1.89 (.155)

2.38± 0.32
2.77± 1.04
2.32± 0.99
2.60± 0.94
2.61± 0.94
2.66± 1.10
2.43± 0.84
2.92± 1.09
2.69± 0.92
2.25± 0.89
2.62± 0.95
2.43± 0.91

2.46 (.015)

1.63 (.199)

1.02 (.364)

1.06 (.348)

2.99 (.053)

2.74 (.007)
1.19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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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증상이 높게 나타난 Kim 등[4]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하위

대상자의 월경 전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회

영역별로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통증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

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다중 공선성 확인 결과 공차한계가 .81에서

며, 그 다음으로 행동 변화, 수분 관련 증상 순이었다. 연구 도구는

.94로 0.1값보다 컸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는

다르지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8]에 따르면 수분

1.06–1.23 범위로 10 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 공선성 문제를 배제할
수 있었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정을 위해 Durbin-Watson 값을
구한 결과 1.93로 자기상관의 문제는 없었다. 우울, 피로, 신체존중

정체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여대

감과 대상자의 월경전증후군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월경 주기의

있었다. 하지만 여대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Wang 등[29]의 연구에

규칙성 여부와 월경통 유무는 가변수 처리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

서는 심리·정서적 증상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나 월경전증후군

시한 결과 우울(β = .47, p < .001), 월경통(β = –.18, p = .009), 월경

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증상이 보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질

주기(β = .17, p = .013), 신체존중감(β = –.14, p = .038)이 통계적으로

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revision) 진단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

기준에 따르면 월경전증후군은 경미한 정신적 증상, 복부 팽만, 체

2

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18] 수분 정체가 높은 점수를 보여
정서적 증상에 비해 신체적 증상과 관련한 불편감이 높음을 알 수

로 유의하였으며(F = 19.83, p < .001), 수정된 결정계수(adjusted R )

중 증가, 유방 압통, 근육통, 집중력 감소, 식욕 변화 중 적어도 한

로 살펴본 모형의 설명력은 41.0%로 확인되었다(Table 4).

개 이상의 증상이 황체기에 국한되어 나타날 때로 정의하고 있으
며, 본 연구 결과 모든 대상자들이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을 호소하는

Discussion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성들은 월경 전 증상으로 인해 많은 불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우울, 피로, 신체존중감 정도를 파악하고,

되며[5], 특히 여대생은 여성 생식기 검사와 증상 치료에 소극적이

이들 변수가 월경 전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다. 따라서 월경 전 증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별적 접근

월경 전 증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이 용이하고 쉽게 이용 가능한 월경 전 증상 자가기록이 중요하며

편감을 호소하지만 의료적 도움을 받는 경우는 낮은 수준으로 보고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월경 전 증상 정도는 2.52±0.92점

월경 주기 동안의 변화추이를 확인함으로써 월경전증후군에 해당

(범위, 1–6점)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중·고등학생

된다면 자가관리 및 보조적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월경 전 증상의

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27] 월경 전 증상은 2.03±0.79점으

중증도 분류에 따른 중재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로 본 연구 결과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를 비교하면 여대생의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월경 전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우 중·고등학생보다 월경 전 증상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은 우울, 월경통, 불규칙한 월경주기, 신체존중감이었으며 그 중 우

며, 연구 도구는 다르지만 20대 여성의 경우 여고생에 비해 월경

울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울과 월경 전 증상을 살펴본 연구는 찾기 어려웠지만, 여고생을

Table 3. Correlations among depression, fatigue, body esteem, and
premenstrual symptoms (N=145)
Variable
Fatigue
Body esteem
Premenstrual symptoms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8] 우울은 월경전증후군과 유의한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특히 청소년기
에 월경전증후군은 사회·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

r (p)
Fatigue

Depression
Body esteem
.34 (< .001)
–.24 (.003) –.25 (.002)
.58 (< .001) .33 (< .001) –.28 (< .001)

였는데[9],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 역시 심리적 요인
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
다. 특히 우울은 간호대학생의 정신건강 문제 중 높게 나타나는 증
상이므로[12], 우울에 대한 효과적인 중재는 월경 전 증상 감소에

Table 4. Factors influencing premenstrual symptoms (N=145)
Variable
(Constant)
Menstrual cycle regularity†
Dysmenorrhea†
Depression
Fatigue
Body esteem

B
2
0.3
–0.34
0.55
0.04
–0.16

SE

β

t

0.63
3.13
0.12
.17
2.5
0.13
–.18
–2.63
0
.47
6.61
0
.09
1.31
0
–.14
–2.10
Adjusted R2 = .41, F= 19.83, p< .001

p
.002
.013
.009
< .001
.190
.038

†

Dummy variable references were menstrual cycle (irregular) and dysmenorrhea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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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월경 관련 특성에 해당하는 월경 주기와 월경통은 대상자

본 연구는 한 지역에 국한된 대상자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표본

의 월경 전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경 주기

편중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월경 전 증상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가 불규칙한 경우와 월경통이 있는 경우 월경 전 증상 정도가 높음

대상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월경통의 강

을 의미한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선행연구에서 월경통

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은 월경전증후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서는 타 집단에 비해 우울과 피로감 호소가 높은 간호대학생을 대

결과를 지지하였다[28,29]. 본 연구 대상자는 월경통이 있는 경우

상으로 월경 전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가 66.9%였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ang [28]의 연구에서

신체존중감이 낮은 시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존중

는 79.9%, Choi 등[30]의 연구에서는 78.2%가 월경통을 호소하는

감과 월경 전 증상의 관련성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간호대학생이 월경통을 경험하는 것을 알

차별성을 갖는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수 있었다. 또한 월경통 수준이 심각할수록 월경 전 증상 점수가 높

한다. 첫째, 다양한 지역 및 학과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반복적

은 것으로 보고되었다[29]. 여대생의 월경통 해결 방법은 휴식이나

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추후 연구에는 월경 전 증상이 심

진통제 복용, 참기, 이완요법 등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월경 전 증상의 영향요인을 확인해 볼 것을

났으며[9], 그 중 진통제 복용 방법은 휴식이나 참기, 이완요법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월

활용하여 월경통을 해결하는 방법에 비해 월경전증후군 증상 정도

경 전 증상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우울 관리, 규칙적인 월경 주기,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9], 월경통 완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태도

월경통 완화, 신체존중감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그

가 필요하다.

효과를 규명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i 등[30]의 연구에서 월경 주기는
월경 전 증상의 유의한 영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
과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으나, Wang 등[29]의 연구에서 월경 주기
가 불규칙한 경우 월경전증후군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변
수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 대상자의 월경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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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불규칙적인 경우가 42.1%로, Choi 등[30]의 연구에서 보고한

21.8%보다 월경 주기가 불규칙적인 대상자의 비율이 높아 이에 따
른 차이가 발생하였으리라 생각되며 추후 반복 연구를 통해 월경 주
기와 월경 전 증상과의 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신체존중감은 월경 전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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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 대상의 고충실도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분만 간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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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n education program using a
high-fidelity simulator of labor and delivery on nursing knowledge, critical thinking, and clinical performance among nursing students who had not yet experienced clinical practicum.
Methods: The development of a 5-week maternity nursing education programs using high-fidelity
simulators included modules containing case-oriented scenarios, knowledge, and skills required for
maternity care. A randomized controlled study was conducted to verify the effects of the developed
program.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21 to December 9, 2019. The experimental group
(n=36) participated in a 5-week high-fidelity simulation program on care for the woman in labor,
whereas the control group (n=36) received standard education as lecture and practice with delivery
model.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frequency,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the Chi-square test, Fisher exact test, and t-test.
Results: For participants who received education using the high-fidelity simulation program, nursing knowledge (t=2.33, p=.011), critical thinking (t=3.73, p<.001), and clinical performance (t=2.53,
p=.006)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in the control group.
Conclusion: Even for students with no clinical experience, high-fidelity simulation-based nursing
education was effective in improving nursing knowledge, critical thinking, and clinical performance
among nursing students. Nurse educators will be able to use this high-fidelity simulator effectively,
especially in situations where direct clinical practicum may not be fea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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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Simulation-based education is a way to help nursing students improve their clinical practice capabilities.
• What this paper adds

Even for students with no clinical experience, this 5-weeks high-fidelity simulation-based education on nursing care during labor and delivery improved their knowledge, critical thinking, and clinical performance.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The use of a high-fidelity simulation program based on clinical situations will be of value to students as another aspect of clinical
practice in maternal nursing.

Introduction

습교육에 관한 연구로는 술기수행능력[6,13], 교육 만족도[6,7], 수

연구 필요성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 판단력, 문제해결능력 등 역량과 관련 있

간호대학생은 간호교육을 통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전

는 변수를 측정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특히 분만실과 산과병동

문직 능력을 갖춘 간호사로 성장한다. 간호교육은 크게 이론수업과

에서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능력과 임상 판단에 따른 수행능력은 매

임상실습으로 구분되며, 이 중 임상실습교육은 이론수업에서 배운

우 중요하다[7]. 과거 분만과 관련된 업무만을 담당하던 분만실은

내용을 실제 임상현장에 적용하는 교육과정이다[1]. 그러나 현재

현재 임신부터 출산에 이르는 임산부의 전반적인 관리 및 산과 수

한정된 임상실습현장에 비해 간호교육 기관과 간호대학생의 수는

술실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16]. 또한 최근 고위험 산모의 증가

증가하고 있어 간호대학생이 환자를 직접 간호할 수 있는 기회가

와 함께 분만실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증가되고 있으며, 분

줄어들고 있다[2,3]. 이와 같이 간호대학생의 관찰 위주 실습교육

만실 간호사의 역량 개발과 전문직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17]. 따

증가로 인해 술기수행의 기회가 감소되고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적

라서 이러한 임상현장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호대학생들은

용하기 어려워지고 있다[4].

일정 수준 이상의 임상수행능력을 갖춘 신규 간호사로 기본적인 역

행 자신감[13-15] 등 지식과 기술에 초점을 맞춘 제한점이 있고,

최근 저출산 문제로 2017년에는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

량을 갖춰야만 한다[13,18]. 현재 제한된 임상실습 환경으로 인해

인 1.05명까지 하락했으며, 출생아 수 또한 공식 통계 작성 이래 처

[2] 대부분의 간호대학생들은 분만실 실습 시 분만 간호를 총체적

음으로 4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고 보고하였다[5]. 임산부들은 자

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분만의 단계를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신의 출산 경험을 의료인이 아닌 실습 학생들과 공유하는 것을 꺼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은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을 통해 통합적, 비

려하고 있어, 임상실습교육에서 간호대학생들이 자연분만 과정을

판적 사고에 기반한 총체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임상수행능력을

경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2,4].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적인 교수

함양할 필요가 있다[18].

법만으로는 간호대학생들이 분만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간호학적

고충실도 시뮬레이션 교육프로그램은 쌍방향 학습이 가능하며,

역량과 문제해결능력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대안이 시급한 실정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 판단력, 임상수행능력, 문제

이다[2,6,7]. 이러한 임상실습교육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임

해결능력 등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19,20]. 고충실도 시뮬

상현장과 유사한 상황을 구현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교육이 대두되

레이션 교육프로그램은 임상과 유사한 환경을 재현함으로써 학생

어 현장실습을 보완하는 한 형태로 자리잡게 되었다. 시뮬레이션

들이 자신감, 만족도, 환자에 대한 불안 감소 등의 긍정적 경험을

교육은 임상의 실제 상황과 비슷한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안전한 환

갖게 한다[20].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고충실도

경에서 핵심 술기능력, 대상자 및 의료인과의 의사소통능력, 간호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간호 지식, 비판적 사고성향 및 임상수행능

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환자 안전관리능력, 자

력을 획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와 유사한 임상 환

신감 향상 등을 습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2,8,9].

경의 상황을 사례로 적용하여 분만 시뮬레이션 교육의 효과를 검증

산과 영역에서는 국내외 조산사 및 전공의를 대상으로 분만 시

하고자 하였다. 또한 고충실도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교

뮬레이터를 이용해 제왕절개, 흡인분만, 난산, 고위험 분만 관리 등

육의 효과를 파악하여 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유용한 시뮬레이

과 같이 임상현장에서 접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시뮬레이션 실습

션 실습 교과과정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하였다.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긍정적인 교육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10-12]. 그러나 현재 산과 간호 영역에서의 시뮬레이션 실
https://doi.org/10.4069/kjwhn.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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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및 가설

하였다. 구체적 선정기준으로는, 3학년 1학기 모성간호학 교과목

본 연구의 목적은 고충실도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분만 간호 교육프

을 이수하였으며 시뮬레이션 실습 경험 및 산부 간호에 대한 임상

로그램을 개발하여 임상실습교육을 앞둔 3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

실습 경험이 없는 자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표본 수는 간호대학

으로 분만 간호 지식,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효

생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교육을 실시한 Kim과 Ha [7]의 비판적

과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가설은 다음과 같다:

사고성향에 대한 효과크기가 0 . 66 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1) 고충실도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분만 간호 교육프로그램을 적용

G*power ver. 3.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군의 표본의 수의 크기에
필요한 효과크기는 유의수준(α) .05, 검정력(1–β) .80, 효과의 크기
(d) .66를 기준으로 두 집단의 평균 비교에 필요한 표본의 수를 산
출한 결과 총 60명으로 실험군과 대조군 각 30명이었으며, 탈락률
을 20%로 고려하여 각 36명으로 자료를 산출하였다. 연구 진행 중
두 집단에서 탈락자는 없이 총 72명으로 최종 자료를 수집하였다.

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분만 간호 지식 점수가 높을 것이다.

2) 고충실도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분만 간호 교육프로그램을 적용
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비판적 사고성향 점수가 높을 것이다.

3) 고충실도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분만 간호 교육프로그램을 적용
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임상수행능력 점수가 높을 것이다.

중재 오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밀봉된 봉투에 일련번호를 매긴

Methods

후 짝수는 실험군으로, 홀수는 대조군의 무작위 할당하였다. 또한
지원한 대상자들을 분반하여 진행하였으며, 실험이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의 층을 달리하여 중

Ethics statement: This study was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Keimyung University (40525-201909-HR054-02).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from the participants.

재를 제공하였다.

연구 도구
분만 간호 지식

연구 설계

분만 간호 지식은 모성간호학 학습목표 및 문헌을 바탕으로 분만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대상의 고충실도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분만

간호의 핵심적인 지식에 대해 연구자가 개발한 문항으로 측정하였

간호 교육프로그램이 분만 간호 지식,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

다. 모성간호학 전공 교수 3인, 10년 이상의 분만실 경험을 가진 현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무작위 대조군 실험설계를 하

직 간호사 1명, 5년 이상 산부인과 병동 경험을 가진 현직 간호사 2

였다(Figure 1).

명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내용타당도 검증 시 수정이 필요
한 부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기술하도록 하여 수정, 보완하였으

연구 대상

며 항목별 내용타당도는 0.8–1.0이었다. 최종적으로 개발된 도구

본 연구의 대상은 경북 김천시에 소재한 대학 3학년 간호대학생으

는 분만 간호에 대한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정답

로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로 선정

은 1점, 오답과 잘 모른다는 0점으로 처리하였고 총 점수의 범위는

Assessed for eligibility (n=230)
Enrollment

Excluded (n=158)
Not meeting inclusion criteria
Randomized (n=72)
Pre-test

Allocated to intervention (n=36)
• Recevied labor nursing education program
using high-fidelity simulation

Allocated to control (n=36)
• Recevied traditional lecture and practice
using delivery model

Post-test (at 5 weeks)
Analyzed (n=36)

Analyzed (n=36)

Figure 1. Flow diagram of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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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분만 간호 지식 점수가 높은 것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1이었다.

자극 검사의 적용 및 태아 전자감시 결과 해석, 레오폴드 촉진법,
분만 중 통증 완화, 호흡법, 분만 중 대상자와 가족을 위한 심리적
간호 등 분만에 따른 포괄적인 간호를 포함하였다. 이를 토대로 산

비판적 사고성향

부 간호의 학습목표와 학습내용을 포함한 임상사례 기반의 시나리

비판적 사고성향의 측정은 Yoon [21]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문

오를 작성하여 시뮬레이션 모듈을 개발하였다. 시뮬레이션 시나리

제해결과 의사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개발한 평가도구를 저자의

오 선정 및 임상수행 체크리스트 구성은 모성간호학 담당 교수 2인

허락 하에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지적 열정/호기심 5문항, 신중성

과 분만실 경력 10년차 간호사 1인의 자문을 받아 진행되었다. 주

4문항, 자신감 4문항, 체계성 3문항, 지적 공정성 4문항, 건전한 회
의성 4문항, 객관성 3문항의 7개 요인 2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총 점수의 범위는 27–13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
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Yoon [2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4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79였다.

제와 관련하여 대상자로부터 정보 수집 및 신체검진, 관련 임상병
리검사 결과 해석, 수집된 자료 분석 및 간호계획 수립, 간호중재
수행, 의사소통, 관련된 간호술기 연습을 다룰 수 있도록 모듈을 구
성하였다.
고충실도 분만 시뮬레이션 간호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과 교육자를 위해 학생용 지침서와 교육자용 지침서를 제작하였
다. 지침서는 프로그램 설계에 참여했던 교수 4인의 검토를 거쳐
제작되었으며, 회의를 통해 내용 점검 후 확정하고 배포하였다. 지

임상수행능력

침서는 교육자와 학생이 숙지해야 하는 내용 및 프로그램 개요, 사

임상수행능력은 Lee 등[22]이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임상수

전 교육내용, 성찰일지 등으로 구성되었다.

행능력 도구를 Choi [23]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저자의 허락 하에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임상수행능력에 관한 5가지 영역을 측정하

연구 진행 절차

는 도구로 전문직 발전 9문항, 간호기술 11문항, 간호교육/협력관
계 8문항, 대인관계/의사소통 6문항, 간호과정 11문항의 총 45문

2019년 10월 21일부터 2019년 12월 09일까지 경북 김천시에 소재
한 대학 3학년 간호대학생으로 하였다. 대상자 모집은 간호대학생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못한다’ 1점부터 ‘매우 잘

을 대상으로 연구홍보물을 게시하고 참여관심을 보인 학생에게는

한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총 점수의 범위는 45–225점까지이며,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 필요성,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본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 등[22]이

연구 참여는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공지한 후 자

개발한 전체 문항 신뢰도 Cronbach’s α는 .96, Choi [23]의 연구에

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보인 대상자에게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대상

서 Cronbach’s α는 .92였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

자 개인정보의 비밀보장, 익명성을 보장하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

bach’s α는 .95였다.

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연구 중 언제라도 참여
를 철회가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자료수집은 중재 오염의 위험을

고충실도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분만 간호 교육프로그램 개발

줄이기 위하여 지원한 대상자들을 분반하여 진행하였으며 실험군

고충실도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분만 간호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산

과 대조군의 층을 달리하여 중재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를

부 간호에 요구되는 핵심 간호기술과 중요한 간호문제를 중심으로

독려시키기 위하여 대상자들에게 교육 전 SNS 및 전화를 활용하여

한 모듈을 개발하였다(Table 1). 모듈은 분만 진행 중에 일어날 수

매회 교육 참여 여부를 재 확인하였으며, 설문조사가 완료된 후에

있는 상황으로 진통을 겪는 대상자의 건강 문제를 사정하고 간호를

는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였다.

계획하며 이에 적합한 중재에 필요한 지식, 심리, 정서적 간호를 포
함한 술기 및 태도 등을 포함하였다. 또한 평가항목 역시 이러한 요

사전 조사

소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사전 조사는 두 군 모두 중재 1일째에 일반적 특성, 지식, 비판적

본 연구의 프로그램 설계 단계에서는 간호학 교수 4인으로 구성
된 전문가 회의를 두 차례 진행하였다. 1차 회의에서는 교육의 목

사고성향, 임상수행능력에 대해 설문지로 조사하였으며, 작성시간
은 20분 정도 소요되었다(Table 1).

표와 교육 방법, 성취도 평가 방법, 주차별 내용에 대한 논의를 진
행하였고, 2차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주제 및 내용을 선정하였다.

중재 제공

산부 간호 시뮬레이션 교육프로그램의 주제 및 내용 선정을 위해

개발된 고충실도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분만 간호 교육프로그램의

대한간호협회에서 제시한 모성간호학 학습목표[24] 및 주 교과서

운영은 교과 과정의 특성, 시뮬레이션 실습실 환경과 실습 학생 수

[25]를 토대로 학습내용을 구성하였다. 산부 간호의 구체적인 교육

를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시뮬레이션 실습교육 운영은 주당 1회 2

내용은 자궁수축 및 분만 진행과정 사정, 자궁 저부 높이 측정, 무

시간씩 5차의 고충실도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을 개별 및 조별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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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진행하였다. 조별 학습은 학생들의 참여와 학습효과를 증진하

호 지식,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시행

기 위해 5명 이하의 소집단 활동이 권장되므로[26], 실습팀 당 학생

하고 프로그램 종료 시점에 사후 조사를 시행하였다(Table 1).

수는 4명으로 하였다. 시뮬레이션 교육은 동일한 환경을 재현한 두

• 실험군: 본 연구의 실험군의 교육프로그램 중재 방법으로 고충실

곳에서 이루어지며, 교수자 1인은 시뮬레이션 교육 운영을 담당하

도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분만 간호 중재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

고 평가하고, 연구 보조원 1인은 전체 시뮬레이션 실습교육 운영을

서 실시한 시뮬레이션 교육은 Laerdal사(Stavanger, Norway)에서

도왔다. 연구 보조원 1인은 임상 경력 10년 이상인 간호사로 실습

만든 고충실도 시뮬레이터인 SimMom Laerdal을 활용하였다. 실

조교로 하였으며 훈련을 위해 연구의 목적과 절차 및 시나리오에

제 임상현장의 상황을 사례로 적용하였으며, 고충실도 시뮬레이터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연구자와 평가자 간 논의를 통해 시나리오에
맞는 구체적 간호내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확인하면서 평

SimMom을 산부로 가정하고 분만 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프로그램 1주차 세션은 자궁 수축, 분만 요소, 분만 기전, 통

가방법을 훈련하였다.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은 학습목표 제시와 함

증 및 불편감 사정, 태아 전자감시기에 따른 산부 간호 교육 및 핵

께 주제와 관련된 사전학습, 관련 간호실습, 시나리오 경험, 디브리

심 이론을 설명, 시뮬레이션 실습 진행 방법에 대한 소개를 2시간

핑(debriefing) 순으로 시행하였다. 디브리핑은 비디오 녹화 후 조

실시하였다. 2–3주차 세션은 고충실도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분

별로 확인하여 수행한 간호의 적절성 및 시뮬레이션 교육에 대해

만 간호 중재를 훈련하는 단계로, 36명이 4명씩 한 조를 이루어 총

느낀 점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였다. 교수자는 학생들의 간호수

9조로 구성되어 실습에 참여하였다. 교수자는 시뮬레이션 실습실

행에 따른 평가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교육매체는 Power-

의 구조 및 환경 설명과 고충실도 시뮬레이터의 기능, 물품 사용 등

Point (Microsoft, Redmond, WA, USA)와 교재를 활용하여 중재

수업진행 절차에 대해 설명한 후 사례 기반 분만 시나리오를 제공

를 제공하였으며, 사전에 제작된 지침서를 통하여 학생들의 시뮬레

하였다. 고충실도 시뮬레이션 교육을 위하여 시나리오는 규칙적인

이션 실습 활동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고충실도 시뮬레이터를 이용

진통이 있는 임신 39주 2일 된 초산부(32세)의 상황으로 선정하였

한 분만 간호 교육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은 프로그램 참여 전에 간

다. 구체적인 시나리오 상황은 다음과 같다. 임신 39주 2일이 된 초

Table 1. Research procedures of the two groups
Session
1
2–3

4

5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Pre-test: General characteristics, nursing knowledge, critical thinking, clinical performance (20 minutes)
• Orientation and prerequisite learning (120 minutes)
• Scenario assessment (20 minutes)
• Individual learning (40 minutes)
- Case study scenario: first stage of labor
• Team learning (40 minutes)
- General physical assessment
• Core skills practice using a delivery model (40 minutes)
- Leopold’s maneuver
- Nursing skills related to the stage of labor
- NST monitoring (checking fetal heart rate)
- Measuring the height of the fundus
- Education on breathing technique management
- Report on client’s condition
- Nursing interventions for anxiety and pain
- Administering oxytocin
• Intervention training (40 minutes)
• Team learning and role play (30 minutes)
• Core skills using HFS (SimMom) (30 minutes)
- Nursing skills related to the scenario
• Simulation running using HFS (SimMom) (9 teams/120 minutes)
• Scenario assessment (30 minutes)
- Case study scenario: first stage of labor
- Team and individual learning
- Explanation for nursing diagnosis and plan related to labor
stages
• Recording worksheet (30 minutes)
• Feedback and evaluation (60 minutes)
• Debriefing and evaluation (100 minutes)
-Post-test: Nursing knowledge, critical thinking, clinical performance (15 minutes)

HFS: High fidelity simulator, NST: non-stress test. SimMom (Laerdal, Stavanger, Nor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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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는 내원 5시간 전부터 규칙적인 진통과 혈성 이슬이 관찰되어

다. 9개의 조가 동시에 실습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관계로

산부인과 외래를 통해 분만실로 입원하였다. 분만실로 입원한 산부

두 군데로 나누어 각각 핵심 간호술기를 연습하도록 하였으며, 2개

는 아직 자궁 수축과 태아 심음 확인을 위한 모니터는 부착하지 않

의 조가 먼저 15분씩 연습을 하고 다시 교차하여 15분씩 연습하도

은 상태이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혈액검사 및 자궁 수축 상태와 태

록 하였다. 나머지 학생들은 산부 간호에 대한 개별 및 팀 기반 학

아 심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대상자는 진통이 올 때마다 얼굴을 찡

습을 하도록 하면서 정해진 시간에 술기 연습을 진행하도록 구성하

그리며 아기가 괜찮은지 궁금해하며, 주 증상과 관련하여 가족은

였다. 4주차 세션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산부 간호에 대하여 자료를

불안해하는 상황이다. 학생들에게 대상자의 이름, 나이, 키, 체중,

수집하고 간호문제를 파악하여 간호계획을 세우도록 하였다. 평가

과거력, 산과력, 가족력, 검사 결과, 약물, 처치 내용, 임상병리검사

는 각 조별로 한 장소에 모여 개별 및 조별로 정상분만 과정 및 산

및 환자 진단 등의 환자 정보를 제시하였다. SimMom은 고충실도

부 간호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교수자 1인은 발표 내용에 대한

시뮬레이터로 임신 39주 2일이 된 초산부로 가정하고, 학생들은 분

분석과 평가를 하였다(Table 1).

만실 간호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학생들은 분만실 간호사로서 상
황의 진행에 따라 레오폴드 복부 촉진법 시행, 태아 전자감시기 적

사후 조사

용 및 결과 해석, 태아 사정, 의식 및 신체 사정, 산소요법, 호흡법,

사후 조사는 두 군 모두 5주차에 분만 간호 지식, 비판적 사고성향,

oxytocin 약물 사용법, 의사소통, 심리적 불안 완화, 산부 및 가족

임상수행능력에 대해 설문지로 조사하였으며, 작성시간은 15분 정

의 정서적 지지 등의 간호를 계획하고 수행하도록 하였다. 조별로

도가 소요되었다(Table 1). 설문지 응답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

시뮬레이션 실습을 진행하였는데, 실험군의 모든 학생은 고충실도

었고 대상자가 설문지를 작성하는 동안 연구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실습하였다. 9개의 조가 동시에 실습에 참

않도록 자리를 비워 두었다. 또한, 시뮬레이션 교육프로그램이 모

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관계로 실습실과 대기실로 나누어 진행

두 종료된 후 대조군에게도 실험군과 동일한 교육을 제공하였으

하였다. 1개의 조가 먼저 15분씩 연습을 하고 다시 교차하여 15분

며, 설문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상품을 제공

씩 연습하도록 하였으며, 교수-학생 상호작용 과정에서 환자에 대

하였다.

한 추가정보를 제공하였다. 나머지 학생들은 산부 간호에 대한 시
나리오 사정 및 팀 기반 학습, 간호사와 대상자 역할극 등을 통해

자료 분석

자유롭게 시뮬레이션 상황에 대한 이해와 실기 훈련을 시행하였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for Windows ver. 24.0 (IBM

다. 4주차 세션은 고충실도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실습을 진행하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산출하

는 단계로 한 조당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분이었으며, 4명의 학생
들은 분만실 간호사 3명, 보호자 1명으로 역할을 구분하여 진행하
였다. 간호사 역할은 대상자를 관찰하여 상황을 보고하는 간호사 1
인, 보고 받은 내용을 전달받고 기록을 담당하는 간호사 1인, 대상
자에게 중재를 시행하고 보호자를 지지하는 간호사 1인으로 나누
어 진행하였다. 훈련하는 동안 연구 보조원은 필요 시 의사 역할을
하며 학생들의 시뮬레이션 운영을 도왔다. 5주차 디브리핑 세션은
교수자와 모든 학생들이 한 장소에 모여 각자의 경험 및 강점과 약
점에 대한 발표와 토론, 시뮬레이션 상황에 대한 정리와 학생들의

였다.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동질성 검정은 chisquare test 또는 Fisher exact test와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
였다.

3) 실험군과 대조군의 분만 간호 지식,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
능력은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의 가설에 따
라 유의수준(α) = .05, 단측 검정으로 분석하고 p < .025면 유의성
이 있다고 설정하였다[27].

대처에 대한 분석과 조언 등으로 정리 및 반영하는 시간을 가졌다
(Table 1).
• 대조군: 본 연구의 대조군의 교육프로그램 중재 방법으로 분만

Results

시연 실습 모형을 이용한 분만 간호 중재를 제공하였다. 교육프로

대상자의 특성 및 동질성 검정

그램 1주차 세션은 실험군과 동일하게 산부 간호 교육 및 핵심 이

본 연구 대상자는 고충실도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분만 간호 교육에

론에 대하여 2시간 동안 설명하였다. 2–3주 세션에서는 분만 관련

참여한 간호학과 3학년 학생 72명으로, 대조군 간 일반적 특성과

핵심 간호술기에 대한 훈련을 시행하는 단계로 36명이 각각 4명씩

사전 간호 지식,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종속변수

한 조를 이루어 총 9조로 구성되어 실습에 참여하였다. 산부 간호

의 동질성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모두 동질한

에 대한 개별 및 팀 기반 학습을 통해 분만 관련 핵심 간호술기를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평균 연령은 실험군 23.11±1.98세, 대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만 시연 실습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훈

조군 22.61±1.74세였으며,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실

련하는 동안 연구 보조원은 학생들의 핵심 간호술기 훈련을 도왔

험군의 여학생이 88.9% (32명), 남학생이 11.1% (4명)였고, 대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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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omogeneity test of characteristics and variable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N=72)
Characteristic
Age (year)
Gender
Level of self-expression
Motivation for nursing

Satisfaction with nursing
department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Human relationships
Most difficult part of clinical
practice

Favorite learning method

Grade in women’s health
nursing

Nursing knowledg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linical performance

Categories
Mean± SD
Man
Woman
Mean± SD
Considerations of
employment
Recommendation of
others
Considerations of aptitude
Considerations of grades

n (%)
Experimental (n= 36) Control (n= 36)
23.11± 1.98
22.61± 1.74
4 (11.1)
5 (13.9)
32 (88.9)
31 (86.1)
2.47± 0.77
2.58± 0.87
23 (63.9)
16 (44.4)
3 (8.3)

χ²/t

p

1.13
.000

.709
1.00

–0.57

.378
.175†

8 (22.2)

Mean± SD

9 (25.0)
1 (2.8)
2.47± 0.61

10 (27.8)
2 (5.6)
2.61± 0.68

–0.91

.748

Mean± SD

2.63± 0.72

2.55± 0.87

0.44

.182

Mean± SD

2.25± 0.64
11 (30.3)

2.41± 0.81
12 (33.3)

–0.96
1.30

.112
.897

7 (19.4)

5 (13.9)

Human relationships
Differences between
disciplines
Assignments
Lectures
Problem-based learning
Discussion-based learning
Clinical practice
Case-based learning
Mean± SD
High
Moderate
Low
Mean± SD
Mean± SD
Mean± SD

18 (50.0)
15 (41.7)
4 (11.1)
1 (2.8)
7 (19.4)
9 (25.0)
2.22± 0.89
9 (25.0)
25 (69.4)
2 (5.6)
13.19± 2.02
95.11± 7.84
156.41± 22.87

19 (52.8)
19 (52.8)
4 (11.1)
4 (11.1)
5 (13.9)
4 (11.1)
2.63± 1.15
7 (19.4)
23 (63.9)
6 (16.7)
13.63± 0.59
95.61± 8.49
159.72± 23.85

.339†

.355†

–1.26
–0.25
–0.60

.105
.488
.309

†

Fisher exact test.

의 여학생이 86.1% (31명), 남학생이 13.9% (5명)로 두 집단 간 유

다. 전 학기 여성건강간호학 성적은 실험군 2.22점, 대조군 2.63점

의한 차이가 없었다. 의사표현 점수는 실험군 2.47점, 대조군 2.58

으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점으로 나타났고, 간호학과 지원 동기로는 취업률 고려가 가장 높

분만 간호 지식은 실험군 13.19점/대조군 13.63점(t =–1.26,

았으며 실험군 63.9% (23명), 대조군 44.4% (16명)로 두 집단 간 유

p =.105), 비판적 사고성향은 실험군 95.11점/대조군 95.61 (t =–0.25,
p =.488), 임상수행능력은 실험군 156.41점/대조군 159.72점(t =–0.60,
p =.309)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종속변수 모두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2).

의한 차이가 없었다. 전공 만족도 점수는 실험군 2.63, 대조군은

2.55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인관계 정도는 실험군
2.25점, 대조군 2.41점으로 나타났고, 병원실습 중 가장 어려운 점
은 두 군 모두 과제라고 응답하였으며 실험군 50.0% (18명), 대조
군 52.8% (19명)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선호하는 수
업 방식은 실험군은 강의식 수업 41.7% (15명), 사례기반 학습
25.0% (9명), 대조군은 강의식 수업 52.8% (19명), 실습 위주 학습
법 13.9% (5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
246

가설 검정
고충실도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분만 간호 교육프로그램이 분만 간
호 지식,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
기 위한 가설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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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s of nursing knowledg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performance score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after the intevention (N=72)
Variable
Nursing knowledg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linical performance

Mean± SD
Experimental (n= 36)
Control (n= 36)
14.41 ± 0.90
13.86± 1.09
106.05 ± 9.88
98.77± 6.23
182.72 ± 20.75
170.38± 20.50

t

p

2.33
3.73
2.53

.011
< .001
.006

제1 가설

차이를 보였다. 비판적 사고는 어떤 문제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

가설 검정 결과, 실험군의 사후 분만 간호 지식 평균은 14.41±

해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하며 지속적인 학습을 통

0.90점으로 대조군의 13.86±1.09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
게 나타나(t = 2.33, p = .011) 제1 가설은 지지되었다.

해 다양한 상황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21].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분만을 위해 입원 중인 임신 39주 2일의 초산부가 정상 질식분
만 상황에서 자궁 수축 및 태아 심박동 확인을 경험하는 과정을 포

제2 가설

함함으로써 학생들이 자궁 수축과 관련된 사정 요소와 복부 촉진

가설 검정 결과, 실험군의 사후 비판적 사고성향 평균은 106.05±

법, 분만 시 안녕 상태 파악 및 태아 심박동 조절과 관련된 태아 산

9.88점으로 대조군의 98.77±6.23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

소공급 문제 등에 대한 학습이 가능하였으며, 비판적 사고능력을

게 나타나(t = 3.73, p < .001) 제2 가설은 지지되었다.

향상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임상수행능력은 고충실도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분만 간호 교육

제3 가설

프로그램을 받은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

가설 검정 결과, 실험군의 사후 임상수행능력 평균은 182.72±

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위한 시뮬레이션 교육프로

20.75점으로 대조군의 170.38±20.50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t = 2.53, p = .006) 제3 가설은 지지되었다.

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7,29,30]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
는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이 대상자로 하여금 사전 학습을 통해 이
론적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임상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임상과

Discussion

유사한 상황에 노출되면서 문제 해결방식을 학습하게 함으로써 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대상의 고충실도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분만

토대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고충실도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분만 간

간호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분만 간호 지식, 비판적 사고성향,

호 교육은 간호대학생들의 분만간호 지식, 비판적 사고성향 및 임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자 시도하였다.

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킴을 알 수 있었다. 간호대학생들은 고충실도

상수행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상의 논의를

본 연구에서 고충실도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분만 간호 교육프로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분만 간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분만 간호에

그램을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분만 간호 지식이 향상되었다.

대한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얻는 기회가 되었다. 더욱이 본 연구에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문제중심 학습 통합 시뮬레

서 개발된 사례를 적용한 고충실도 시뮬레이션 학습은 실제 상황과

이션 교육프로그램이 간호 지식을 향상시켰음을 보고한 선행연구

같이 현장감이 있고 상황에 몰입할 수 있어 분만 간호에 대해 긍정

[28] 결과와 유사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교육은 학생들의 지

적인 교육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식을 향상시킨다는 결과가 여러 연구를 통해 보고된 바 있다

본 연구는 실험군과 대조군을 분반하여 다른 층에 배정하였으

[14,28]. 실제 출산상황과 유사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실습에

나, 같은 학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같은 시기에 중재를 함으로써

적용하고 직접 간호술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즉각적으로 피드백

실험의 확산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연구 결과의 확대 해석이나 일반화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추

비판적 사고성향은 고충실도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분만 간호 교

후 내적타당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외생변수가 배제된 효과적인

육프로그램을 받은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구 설계를 하여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의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향상되었다. 이는 간호대학생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교육을 적용하

필요하다.

여 비판적 사고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28]와 유사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대상자는 3학년 1학기

한 결과이며, SimMom을 이용한 산후 출혈 산모 시뮬레이션 교육

모성간호학 전공과목을 이수하였으며, 시뮬레이션 및 임상실습 경

을 적용 후 실험군의 비판적 사고성향 점수가 대조군보다 증가하였

험이 없었음을 고려하여 볼 때 임상현장과 유사한 고충실도 시뮬레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7]와는

이터를 활용하여 사전 전공지식의 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이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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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의의가 될 수 있다. 향후 시뮬레이션 교육 적용 시 대상자의
임상실습에 대한 요구도 파악 및 분석을 통해 시뮬레이션 기반 교
육의 내용을 구성하여 사전에 교육함으로써 시뮬레이션 교육의 성
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에게 간
호학적 지식과 실제 임상현장 사례를 반영한 시뮬레이션 교육을 적
용한다면 임상에서 요구하는 핵심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또한 간호대학생들의 임상 실무에 대한 문제해결 역
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성 건강과 관련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임상사례들을 개발하고 이를 시뮬레이션 교육과 접목하는 체계적
인 교수 학습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즉 실제 임상현장의 상황을 기
반으로 유사한 시뮬레이션 실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지금까지 임
상실습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었던 다양한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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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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8, .003)

9.42 (5), < .001
.29
.18 (15.32,<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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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0, .002)

†

The dummy variable references were working department (emergency room and intensive care unit) and family history of premenstrual syndrome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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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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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COPYRIGHTS AND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Be prepared to 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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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jwhn.org

1-8. ARTICLE PROCESSING CHARGES AND REPRINTS
Upon acceptance, an article processing charge (APC) of 400 USD
(approximately 400,000 Korean Won) per article is requested to
the corresponding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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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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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uscripts according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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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kjwhn.org/authors/authors.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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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present keywords
in alphabetical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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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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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this paper adds
Example: An alcohol-based surgical hand rub is more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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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essed and
their participation needs to be supported.

justify their rele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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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from the participants.
Example 2:

Ethics statement: Obtaining informed consent was exempted by the Institu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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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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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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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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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Davidson MR, London ML, Wieland Ladewig PA. Olds’ maternal-newborn nursing and women’s health across the lifespan. 8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Prentice Hall; 2008. p. 2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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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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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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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How The Journal Handles Complaints and
Appe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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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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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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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ermission of the Editorial Board. The duplication will be
checked through SimilarityCheck powered by iThenticate (https://
www.crossref.org/services/similarity-check/) before review. If duplicate publication related to the papers of this journal is detected,
the authors will be announced in the journal and their institutes
will be informed, and there also will be penalties for the authors.
Materials taken from other sources must be accompanied by w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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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 permissions for reproduction, obtained from the original publisher. Editors should follow the procedure set out in the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 flowcharts (https://publicationethics.org/resources/flowcharts-new/translations) that are designed to help editors follow COPE’s Code of Conduct and implement its advice when faced with cases of suspected misconduct.

the condition of secondary publication of the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http://
www.icmje.org).

6. Secondary Publication

When thesis or dissertation work is submitted for publication, the
first author should be the thesis awarder and should declare that
content is from thesis/dissertation.

It is possible to republish manuscripts if the manuscripts satisfy

7. Publication of Master’s Thesis or Doctoral
Disse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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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Checklist
Applied from the June 2020 issue
This manuscript has not been submitted for publication elsewhere and follows the Publication and Research Ethics of the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Title page
□ Please follow the title page template available online

Manuscript preparation
□ A4, 12 point font Times New Roman in MS Word file
□ Line space: Double spacing / Margins of at least 1 inch (2.5 cm)
□ Less than 3,000 words (excluding figures, tables, references)
□ Author information is removed

Abstract
□ 250 words or less
□ Subheadings of Purpose, Methods, Results, and Conclusion

Summary Statement
□ 30 words or less under each subtitle

Main Text
□ Subheadings of Introduction, Methods, Results, and Discussion
□ Permission to use instruments should have been obtained
□ Specify Ethics statement under Methods subheading. Avoid redundant descriptions in the text

References
□ References follow NLM style
□ The total number of references is less than 30

Table, figure, and picture
□ No more than 6 figures, tables, and pictures altogether
□ According to Instructions to Authors
□ Abbreviations are noted under the table and are congruent with text descri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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