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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여성의 주요 양성 질환 중 하나인 자궁근종은 국내에서 그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동반되는 증상은 삶의 질 저하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궁근종의 주 대상이 생신연령 여성이기에 증상경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손실을 고려할 때 증상관리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국내 자궁근종 환자를 대상으로 증상경험과 관련 요인을 파악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자궁근종 치료의 최종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수술을 앞둔 자궁근종 환자를 대상으로 

증상경험(증상 심각도, 건강관련 삶의 질) 정도와 증상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자궁근종 환자의 증상관리를 위한 간호 중재 

개발에 기여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횡단적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로 일개 대학병원에서 

자궁근종 수술을 위해 입원한 환자 77명을 대상으로 2022년 1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와 의무기록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함께 불쾌증상이론에 따라 생리적 

요인으로 연령, 자궁근종의 크기 및 개수, 혈색소 수치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심리적 요인인 불안과 우울은 한국형 우울·불안장애 

선별도구로, 상황적 요인인 사회적 지지는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척도로, 역할 과부하는 Reilly(1982)가 

개발하고 Thiagarajan 등(2006)이 수정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증상경험은 The Uterine Fibroid Symptom and Quality of Life 도구를 

국문화한 것을 수정·보완하여 적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F-test(ANOVA), Pearson’s 



   

coefficient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1.7 ± 6.9세 였다. 대부분이 대학재학 및 

졸업하였고 직업이 있는 대상자와 기혼인 대상자가 각각 과반수 

이상이었다. 수술 전 혈색소 수치의 평균은  12.3 ± 1.9g/dL, 가장 큰 

자궁근종 크기의 평균은 7.91 ± 5.15cm이었고 자궁근종 개수는 

다발성인 경우(66.2%)가 단일인 경우(33.8%)보다 많았다. 

2. 대상자의 증상 심각도 점수의 평균은  55.72 ± 22.13점이었고, 

건강관련 삶의 질 총점의 평균은 56.55 ± 25.14점이었다. 증상경험 

정도는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대상자의 불안 평균은 11.85 ± 9.26점, 우울 평균은 8.91 ± 

9.05점, 사회적 지지 평균은 43.56 ± 8.57점, 역할 과부하 평균은 

18.38 ± 4.17점이었다.  

4. 대상자의 증상 심각도에는 혈색소 수치, 불안, 우울이, 건강관련 

삶의 질에는 혈색소 수치, 불안, 우울, 역할 과부하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생리적, 심리적, 상황적 요인 간에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대상자의 증상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심리적 요인인 

불안과 생리적 요인인 혈색소 수치가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자궁근종 환자의 불안이 증가할수록, 혈색소 수치가 

저하될수록 증상 심각도는 증가하고 자궁근종 증상 관련 삶의 질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궁근종 증상관리를 위해서는 

불안과 같은 심리적 요인과 생리적 상태를 반영하는 혈색소 수치의 



   

사정과 함께 이에 대한 간호 중재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는 

국내 자궁근종 환자의 증상경험 및 관련 요인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자궁근종 여성의 증상경험을 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자궁근종, 증상경험, 불쾌증상이론, 불안, 혈색소 

학  번 : 2020-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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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자궁근종은 여성에서 가장 흔한 양성 골반 내 종양으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자궁근종 유병률은 15년간 

3배 이상 증가하였고, 특히 30~40대 연령층이 가장 높은 유병률과 

발생률을 보였다(Kang et al., 2018). 자궁근종은 성 호르몬 의존성 

성장을 보여 생식연령 여성에서 자궁근종의 유병률은 70-80%로 

추정되며, 이 중 20-50%는 근종으로 인한 증상을 경험한다(Buttram 

& Reiter, 1981; Huyck & Morton, 2011; Laughlin, Schroeder, & Baird, 

2010). 특히 자궁근종의 가장 흔한 임상증상인 월경과다와 복부 및 

골반 통증, 증가된 자궁크기에 의한 비뇨기계 증상은 신체, 심리, 사회적 

기능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여성의 주요한 

정신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이다(Downes et al., 2010; Drayer & 

Catherino, 2015; Go et al., 2020; Zimmermann, Bernuit, Gerlinger, 

Schaefers, & Geppert, 2012).  

그러나 자궁근종의 증상이 삶의 질 저하에 미치는 영향에도 

불구하고 암과 같은 중증질환과 달리 사망률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낮아 

여성의 양성질환 중 하나로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어왔다. 이에 

자궁근종과 관련된 증상경험과 관리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국내 유병률의 증가와 자궁근종의 증상이 유발할 수 있는 병적 

상태, 그리고 주 대상이 사회적 활동을 활발히 하는 생식연령 여성이기 

때문에 발생 가능한 사회적 손실을 고려할 때, 증상을 보이는 자궁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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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증상관리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외과적 수술요법인 자궁절제술과 자궁근종절제술은 오랫동안 증상을 

보이는 자궁근종 치료의 표준으로 자리잡았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자궁근종을 진단받은 여성의 31%가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방법의 

86%가 수술적 접근인 것으로 나타났다(Kang et al., 2018). 호르몬 

치료, 자궁근종용해술, 자궁동맥색전술 등 새로운 자궁근종 치료방법이 

도입되어 왔으나 여전히 수술요법이 지배적인 이유는 이러한 

대체치료법들의 장기적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Berkane & 

Moutafoff-Borie, 2010; Wallach & Vlahos, 2004). 이에 수술요법은 

비수술적 요법에 실패한 혹은 근본적 해결을 원하는 자궁근종 환자의 

최종적 선택이 되었다.  

이러한 수술요법을 결정하기까지 증상을 보이는 자궁근종 환자들은 

육체적 통증을 넘어 정신 건강, 사회적 기능과 성 생활 만족의 저하 등 

복합적 영향을 받게 되므로 자궁근종 환자의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증상경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Go et al., 2020). 이때 

증상경험은 증상 발생과 이로 인한 괴로움에 대한 인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McDaniel & Rhodes, 1995; Haberman, 1999), 자궁근종으로 

경험할 수 있는 증상의 심각도부터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건강관련 

삶의 질 차원까지 파악할 수 있어야한다. 또한 유사하거나 동일한 

병리학적 소견을 가지는 자궁근종 환자라 할지라도 단독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서로 다른 증상을 경험하고, 그 정도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여 자궁근종 환자의 증상경험은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Nicholls, Glover, & Pistrang, 2004; Wegienka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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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구는 자궁근종 환자의 증상경험과 관리보다는 

치료법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으로, 국내에서 자궁근종 환자의 

증상경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외 연구동향으로는, 

자궁근종의 해부학적 특성과 증상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Wegienka et 

al., 2003; Foth et al., 2017; Marino et al., 2004), 자궁근종 환자가 

경험하는 심리적 고통과 부담감에 대한 연구(Glover, Novakovic, & 

Hunter, 2002; Nicholls et al., 2004; Ghant et al., 2015), 사회적 관계 

및 사회적 역할 수행의 어려움과 부담(Borah, Nicholson, Bradley, & 

Stewart, 2013; Brito et al., 2014; Millien et al., 2021)에 대한 연구 

등이 진행되었지만 지금까지는 각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나 증상경험의 

영향요인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Lenz, Pugh, Milligan, Gift와 Suppe (1997)의 

불쾌증상이론(Theory of Unpleasant Symptoms: TOUS)에서는 

증상경험을 강도, 빈도, 고통의 인지, 질의 다차원적 개념으로 바라보며, 

증상경험은 생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심리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술을 앞둔 

자궁근종 환자를 대상으로 불쾌증상이론을 적용하여 생리적, 심리적, 

상황적 요인들과 자궁근종 증상경험(증상 심각도, 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증상경험과 관련된 요인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자궁근종 환자의 수술 전 증상경험을 

파악하고, 증상을 보이는 자궁근종 여성의 증상경험 영향요인을 

규명하여 증상경험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간호중재 개발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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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자궁근종 환자의 수술 전 증상경험(증상 심각도, 

건강관련 삶의 질) 정도와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자궁근종 환자의 수술 전 증상경험 정도를 파악한다.  

2) 자궁근종 환자의 수술 전 증상경험과 관련된 생리적, 심리적, 

상황적 요인의 수준을 파악한다.  

3) 자궁근종 환자의 수술 전 증상경험과 생리적, 심리적, 상황적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4) 자궁근종 환자의 수술 전 증상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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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증상경험  

증상경험은 증상이 발생하고 나타날 때의 증상의 강도, 빈도, 

괴로움, 의미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Armstrong, 2003). 본 연구에서는 

Spies 등(2002)이 개발한 The Uterine Fibroid Symptom and Quality 

of Life(UFS-QoL)을 한글로 번역한 도구로 측정한 객관적 증상인 

자궁근종 증상 심각도 점수와 주관적 경험인 건강관련 삶의 질 점수를 

의미한다.  

 

2) 불안 

불안은 불쾌한 일이 예상되거나 위험이 닥칠 것처럼 느껴지는 

불쾌한 정동 또는 정서적 상태를 말한다(미국정신분석학회, 1994). 본 

연구에서는 Kim 등(2018)이 개발한 한국형 불안장애 선별도구(K-

ANX)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3) 우울 

우울은 일상 생활을 방해하는 극심한 슬픔, 비관 및 낙담에 

이르기까지의 부정적인 정서적 상태를 말한다(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n.d.). 본 연구에서는 윤서원 등(2018)이 개발한 한국형 

우울장애 선별도구(K-DEP)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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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사회적 관계로부터 제공되는 지지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여기에는 사회적 관계를 맺는 타인들로부터 구체적으로 

실행된 지지행동이 포함된다(Vaux et al., 1986). 본 연구에서는 Zimet, 

Dahlem, Zimet과 Farley(1988)이 개발한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MSPSS) 척도를 신준섭과 이영분(1999)이 

국문화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 지지, 

친구 지지, 의료인 지지로 구성된다.  

 

5) 역할 과부하 

역할 과부하는 주어진 위치에서 요구되는 행동의 양이 가용 시간과 

에너지를 초과할 때 나타나는 갈등으로, 다중역할로 인해 규정된 활동과 

관련된 시간과 에너지의 총 요구가 너무 커서 역할을 편안하거나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을 때 발생한다(Reilly, 1982; Voydanoff, 2002). 

본 연구에서는 Reilly(1982)가 개발한 Role Overload Scale을 

Thiagarajan, Chakrabarty와 Taylor(2006)가 확인적 요인 분석을 

수행하여 제시한 6가지 문항으로 구성된 역할 과부하 척도를 한글로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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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자궁근종과 외과적 수술요법 

자궁근종은 자궁의 평활근과 결합조직섬유의 이상증식에 의하여 

발생하는 양성 종양으로, 자궁근종의 발생 기원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Ono, Maruyama, Fujiwara, & Bulun, 2018). FIGO 

(International Federation of Gynecology and Obstetrics) 분류법에 

따르면 자궁근종은 그 위치에 따라 점막하(submucosal), 

근육내(intramural), 장막하(subserosal), 전층(transmural), 

기타(cervical, parasitic) 자궁근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Munro, 

Critchley, Broder, Fraser, & Disorders, 2011). 자궁근종은 성 호르몬 

의존성 성장을 보이며, 일반적으로 생식연령에서 월경과다, 골반통, 

증가된 자궁 크기에 의한 압박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Ishikawa & 

Shozu, 2018). 무증상 환자 또는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증상을 

경험하는 자궁근종 환자는 치료를 받지않는 경우가 많으나, 자궁근종과 

관련하여 증상이 두드러지거나 불임이 발생할 경우 관리가 

필요하다(Kusuki & Kitawaki, 2018). 자궁근종의 치료는 외과적 

수술요법과 보존적 치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심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자궁근종 환자의 경우 기대요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추천되며, 내과적 치료(GnRH agonist, 레보노르게스트렐 분비 자궁내 

장치,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조절제 등)는 호르몬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수술적 치료의 경우 근치적 수술인 자궁절제술과 자궁 기능 보전 

수술로서 자궁절제술이 있다. 이 외에 보존적 접근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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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근종용해술, 자궁동맥색전술 등이 존재한다(Kusuki & Kitawaki, 

2018). 그러나 외과적 수술요법의 대체 치료법들에는 제한이 있다. 

내과적 치료는 월경통이나 과다월경에는 효과적이나 자궁팽창에 의한 

증상에는 효과가 없다. 자궁근종용해술은 안정성 및 효과, 재발률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하고, 자궁동맥색전술은 임신예후에 대한 

정확한 보고가 없다(Berkane & Moutafoff-Borie, 2010). 무엇보다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의료적 접근법이 특히 장기적으로 완전히 

성공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증상 있는 여성들은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할 수 있으며 외과적 수술요법(자궁절제술, 자궁근종절제술)은 

오랫동안 증상을 동반하는 자궁근종 치료의 표준이 되었다(Sparić, 

Nejković, Mutavdžić, Malvasi, & Tinelli, 2014). 미국 산부인과학회는 

비수술적 치료에 의해 호전되지 않는 비정상 자궁출혈, 만성출혈에 의한 

이차적 철 결핍성 빈혈, 삶의 질을 저해하는 통증 또는 압박증상, 빈뇨 

또는 핍뇨 등의 비뇨기계 증상, 자궁내강 변형 또는 난관폐쇄 유발에 

의한 불임 또는 반복적인 유산, 폐경 후 크기 증가, 평활근육종 등 

악성이 의심되는 경우를 자궁근종의 수술적 치료에 대한 적응증으로 

하였다(Wallach & Vlahos, 2004).  

자궁절제술은 자궁을 잘라내어 외과적으로 제거하는 수술을 

의미한다. 이때 난소, 난관의 제거는 환자에 따라 동반되거나 동반되지 

않을 수 있고, 폐경기 이전이라면 수술 후 폐경증상의 동반은 난소 제거 

여부에 달려있게 된다(이경혜 & 이영숙, 2004). 대부분의 자궁 양성 

질환에 대한 외과적 치료인 자궁절제술은 가장 확실한 치료법이지만 

동시에 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기능도 소실되기에 추후 임신 계획이 없는 

여성에게서 수술적 적응증이 된다(Carlson, Nichols, & Schiff,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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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심한 출혈, 더 이상 자녀를 원하지 

않으면서 종합적인 증상을 확정적으로 끝내기를 희망하는 경우, 다른 

질병(CIN, Adenomyosis, Endometriosis, Risk of uterine or ovarian 

cancer) 발생의 가능성이 커 보일 경우 등의 경우에 자궁절제술이 

치료법으로 선택된다(신정호, 2016). 자궁절제술은 합병증과 사망률이 

낮아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로 인한 사망률은 1% 

미만, 50세 미만의 여성에서는 2000명 중 1명 정도이다 (NWHN, 2015; 

Carlson, 1997). 그러나 자궁절제술 술기의 발전과 그 효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원래 지니고 있던 자궁이라는 장기의 해부학적 위치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기능에 의해 자궁절제술 후 여성은 장단기적인 

신체적 건강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Kaltreider, Wallace, & Horowitz, 

1979; Ramdhan, Loukas, & Tubbs, 2017; Richards, 1974; 김미진 & 

이인선, 2005). 자궁절제술 후의 심리적 변화에 있어서도 수술 후 

경험을 긍정적으로 보는 연구와, 자궁 상실에 따른 여성성과 생식능력의 

상실로 자아개념의 손상, 우울을 경험한다는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있어(Elson, 2004; Khastgir, Studd, & Catalan, 

2000; West, 2005; 김영란, 2010), 수술 전에 충분한 정보제공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심리·사회적 요인에 대한 충분한 파악 후 

자궁절제술의 결정이 필요하다. 

자궁절제술만이 자궁근종의 근본적 해결책이지만, 자궁을 

보존하고자 하거나 추후 임신을 원하는 여성들에게는 자궁근종절제술이 

그 대안이 된다(Faustino, Martinho, Reis, & Águas, 2017).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술요법 중 자궁절제술이 우선적이었으나 자궁을 

보존하고자하는 경향이 증가함에 따라 자궁절제술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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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근종절제술은 증가추세를 보였다(Kang et al., 2018). 

자궁근종절제술은 자궁 벽에서 근종을 제거하는 것으로, 

자궁근종절제술이 결정되면 가능한 적은 자궁 절개를 통해 모든 근종을 

제거하고 자궁을 완전히 재구성하여 정상적인 구조와 기능을 복원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Luciano, 2009). 자궁근종절제술은 증상을 유발하는 

근종을 제거하여 내과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근종으로 인한 증상을 

완화하고, 또한 근종에 의해 야기되는 불임에도 효과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다(Turkington, 2015). 자궁근종절제술 후 성공적인 임신율은 

점막하 근종의 경우 53-70%, 근육내, 장막하 근종의 경우 58-65%로 

나타난다(Hurst, Matthews, & Marshburn, 2005). 그러나 

자궁근종절제술은 다른 부인과 수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혈이 많고 

수술 후 유착 발생 가능성이 높다(Dubuisson, Fauconnier, Chapron, 

Kreiker, & Nörgaard, 1998). 또한 자궁근종제거술 후 약 15-

33%에서 자궁근종이 재발하며, 자궁근종절제술을 받은 여성 중 약 

10%가 5년에서 10년 이내에 자궁절제술을 받게 된다(Singh & Belland, 

2015). 

자궁근종과 외과적 수술요법에 대한 문헌고찰 결과, 자궁절제술과 

자궁근종절제술은 자궁근종으로 인한 증상에 대하여 확실한 효과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수술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부담을 동반함을 알 수 

있다. 이에 자궁근종 환자가 수술요법을 결정하기까지의 경험과 과정이 

복합적임을 추론할 수 있으며 수술 전 자궁근종 환자를 대상으로 

증상경험을 확인하고 관련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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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궁근종 환자의 증상경험 

자궁근종 환자들은 무증상인 경우가 더 많지만 근종의 위치나 크기, 

성장속도, 퇴행성 변성 등에 따라 그 임상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김용만, 2015). 비록 자궁근종의 존재는 사망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자궁근종은 병적 상태를 유발하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Parker, 2007). 증상경험은 증상 그 자체뿐만 아니라 증상 

발생으로 인한 괴로움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증상 괴로움은 증상으로 

인한 긴장, 화, 정신적 고통의 정도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다(McDaniel 

& Rhodes, 1995). Haberman(1999)은 증상경험을 증상 발생과 강도와 

괴로움에 대한 인식의 종합으로 정의하며 증상경험에 대해 의미 중심의 

접근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하였다. 이에 자궁근종 환자의 

증상경험도 근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상뿐만 아니라 

이런 증상과 관련된 주관적 경험인 건강관련 삶의 질까지 포괄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월경과다는 자궁근종 환자에서 가장 흔한 임상 증상으로, 환자의 

30.6%-73.3%에서 발생한다(Drayer & Catherino, 2015). 가능한 

원인에 대한 이론으로는 근종에 의한 정맥의 기계적 압박, 근종에 의해 

생성된 혈관 활성 성장 인자의 변형된 발현, 다양한 근종 관련 성장 

인자가 혈관 구경을 증가시키고 혈관 신생을 촉진한다는 것 등이 

있다(Parker, 2007). 자궁근종이 있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갑작스럽게 다량의 혈액이 뿜어져 나오는 유형의(gushing type) 월경 

양상과 더 많은 양의 생리대(탐폰/패드) 사용을 보고하였다(Wegienka 

et al., 2003).  8개 국가(독일, 이탈리아, UK, 프랑스, 브라질, 캐나다, 

미국 및 남아프리카)의 15-49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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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의 자궁근종을 가지고 있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37.5%; p < 

0.001)에 비해 현저히 더 많은 심한 출혈 문제를 보고하였고 33.3%의 

자궁근종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13.5%; p < 0.001)에 비해 더 많은 

월경 주기 사이의 출혈 문제를 보고하였다(Zimmermann et al., 2012). 

이러한 월경과다 문제는 피로와 쇠약감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철결핍성 빈혈과 삶의 질 저하 또한 월경과다의 결과일 수 있다(Foth et 

al., 2017). 

자궁근종의 두 번째 주요 증상은 복부/골반 통증이다. 많은 

여성들의 삶의 질은 자궁근종과 관련된 통증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몇 

년 동안 지속되는 통증 증상으로 인해 자궁절제술을 결정하기도 

한다(Foth et al., 2017). 주기성 골반통은 자궁절제술을 예정하고 있는 

자궁근종 환자의 61%–63%에서 보고되었고(Kjerulff, Langenberg, 

Seidman, Stolley, & Guzinski, 1996), 자궁근종이 있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만성 골반통증뿐만 아니라 방광이나 복부 안쪽에 대한 

압박도 훨씬 더 자주 경험하였으며, 성교통을 경험한 비율이 더 

높았다(Zimmermann et al., 2012). 

자궁근종은 또한 방광에 대한 급성 혹은 만성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환자들은 요통과 빈뇨를 경험하게 된다(Parker, 

2007). 긴박뇨, 빈뇨, 요정체, 요실금과 같은 요로 증상은 자궁근종을 

가진 여성의 최대 8.7%에서 보고된다(Drayer & Catherino, 2015). 

자궁동맥색전술 후 평균 35%의 자궁 용적 감소율을 보인 집단에서 

53%의 여성이 빈뇨와 긴박뇨가 크게 개선된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자궁근종으로 자궁 부피가 증가하는 것이 요로 증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Pron et al., 2003). 스트레스성 요실금의 유병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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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근종이 있는 여성에서 높게 나타났으며(Dragomir et al., 2010), 

자궁근종 환자에서 급성 요정체를 보고한 연구가 있다(Ding & Hwang, 

2008). 또한 자궁근종을 가진 여성들의 비뇨생식기 증상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에서 요로 증상은 전 근종과 관련이 있었으며, 

근종 크기와 관련하여 증가하며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Ekin et al., 2014). 이 외에도 자궁근종 환자들은 장 기능 

장애, 변비, 복부팽만 등의 증상을 경험할 수 있으며, 자궁근종은 불임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Carranza-Mamane et al., 2015).    

이러한 증상을 동반하는 자궁근종은 건강관련 삶의 질 저하로도 

이어진다. 증상이 있는 자궁근종 여성의 50% 이상이 자궁근종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고, 자궁근종은 천식, 

과민성대장증후군, 위식도역류질환 등의 다른 만성질환보다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Downes et al., 2010; 

Zimmermann et al., 2012). 자궁근종이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문헌을 고찰한 연구에서도 발표된 문헌들은 자궁근종이 

없는 여성보다 자궁근종이 있는 여성의 건강관련 삶의 질이 현저히 

낮음을 보여주었다(Williams, Jones, Mauskopf, Spalding, & Duchane, 

2006). 자궁근종 관련 증상은 작업 능력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의료 

시스템의 이용 증가와도 관련이 있었다(Downes et al., 2010; Williams 

et al., 2006). 

자궁근종은 다양한 증상을 야기하지만, 자궁근종에만 해당하는 특정 

임상증상은 존재하지 않는다(Drayer & Catherino, 2015). 유사하거나 

동일한 병리학적 소견을 가지는 자궁근종 환자라 할지라도 단독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서로 다른 증상을 경험하고 증상의 정도에 있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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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보인다(Nicholls et al., 2004; Wegienka et al., 2003). 또한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증상 영향은 개인의 내·외적 요소에 의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자궁근종 환자의 증상경험은 증상 그 

자체의 심각도와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증상 영향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자궁근종 환자의 증상겸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생리적 요인 

생리적 요인에는 해부학적/구조적, 생리학적, 질병 관련 및 치료 

관련 변수가 포함된다(Lenz & Pugh, 2013).  

자궁근종의 원인은 불명확하지만 초경 전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폐경 후에는 크기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근종의 성장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ramer & Patel, 

1990). 이에 여성호르몬의 변화와 관련된 연령은 증상경험에 있어서도 

고려해야 할 영향요인 이라고 할 수 있다. 18-49세 미국 여성을 

대상으로 자궁근종 증상이 삶에 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Soliman 

등(2017)의 연구에서 자궁근종 증상에 대한 건강 관련 삶의 질의 

영향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자궁근종 자가보고 증상을 

분석한 Borah 등(2013)의 연구에서 심각한 출혈, 통증의 빈도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반면, 8개국의 근종 관련 데이터를 

수집한 Zimmermann 등(2012)의 연구에서는 자궁근종 관련 증상에 

있어 연령 그룹 간의 통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고, Foth 등(2017)의 

연구에서도 나이에 따른 추세를 보이지 않았지만 가장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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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에서(<35세) 두 가지 이상의 복합 증상을 보이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궁근종의 크기, 위치, 그리고 개수는 증상의 시작과 심각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Barra, 2019). 초음파 검사를 통해 근종을 진단한 

여성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한 Wegienka 등(2003)의 연구에서 근종 

크기와 과다월경 가능성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Foth 등(2017)의 

연구에서는 나이, 근종의 크기, 위치, 개수의 영향변수들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음을 고려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근종의 

수와 크기가 증상의 유무에 주요 원인임을 확인하였다. 근종이 많을수록, 

근종의 크기가 클수록 자궁근종으로 인한 증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하복부 통증의 유무는 자궁근종의 개수에 의해 

결정되었다. 반면 이탈리아 세베소 여성 건강 연구 결과를 분석한 

Marino 등(2004)의 연구에서는 출혈 증상의 심각성과 근종의 수, 크기 

및 위치 간에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유럽 대학병원 근종 

클리닉에서 자료를 수집한 David, Pitz, Mihaylova와 

Siedentopf(2016)의 연구에서 근종 크키는 월경통의 심각도에 영향을 

미쳤지만 근종 개수는 그렇지 않았다. 이러한 상반된 연구결과는 연구 

대상, 평가 방법의 차이에 의해 기인한 것일 수 있다. 특히 많은 

연구들이 초음파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자궁 크기가 

증대되어 있거나 여러 개의 자궁근종이 존재, 또는 0.5cm 미만의 

자궁근종이 있을 때 진단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Laughlin, 

Baird, Savitz, Herring, & Hartmann, 2009). 이에 비해 외과적 

접근법은 자궁근종의 크기 및 개수를 측정하는데 보다 정확하여 본 

연구에서 수술기록 및 수술 후 병리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선행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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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근종 증상에 있어 가장 주요 영향 변수였던 자궁근종의 크기 및 

개수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한편, 여성의 철결핍성 빈혈의 가장 많은 원인은 질 출혈로, 이의 

대부분의 원인은 월경과다이다. 월경과다는 자궁근종의 대표적 증상이며, 

이로 인한 철결핍성 빈혈의 증상으로 피로감, 쇠약감, 근육 무력감을 

경험할 수 있다(양윤준, 2006). 이는 자궁근종 환자의 복합적 

증상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 수술 전 

혈색소(헤모글로빈) 수치를 조사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종합해보면, 자궁근종 환자의 증상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징적 생리적 요인에는 연령, 자궁근종의 크기와 개수, 혈색소 수치를 

정리할 수 있었으나 지금까지의 연구에 있어 상반된 결과를 보이거나 

혹은 증상경험과의 관련성을 명확히 제시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령, 자궁근종의 크기와 개수, 혈색소 수치가 생리적 

요인으로서 자궁근종 환자의 증상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2) 심리적 요인 

심리적 요인은 정서적 변수와 인지적 변수 모두를 포함한다. 증상과 

무관한 경우에도 증상 경험 중의 또는 그 이전의 개인의 정서적 상태(예: 

불안, 우울증 또는 분노 수준)와 질병 또는 증상에 대한 정서적 반응 그 

자체가 증상과 관련된 괴로움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Lenz & 

Pugh, 2013). 

자궁근종이 여성의 정서적 건강에 미치는 부담에 대해 질적인 

평가를 시도한 Ghant 등(2015)의 연구에서 대부분의 연구 대상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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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근종에 대해 두려움, 불안, 분노, 우울을 포함한 감정적 반응을 

보였다. 또한 대상자의 절반이 자궁근종을 통제할 수 없음에 대해 

무력감을 표현하였다. 자궁근종 여성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증상의 영향과 증상 심각도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한 Spies 

등(2002)의 연구에서 자궁근종 여성은 월경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보였다. 마찬가지로, Brito 등(2014)는 브라질 여성을 대상으로 

자궁근종 증상이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초점그룹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대상자들은 증상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큰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과적 치료의 실패에서 좌절감을 표현하였다. 

Glover 등(2002)은 산부인과 외래 진료를 다니는 여성의 고충을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대상자의 35%가 임상 범위의 

불안 증상을 보였고 13%가 임상 범위의 우울 증상을 보였다. 그리고 

자궁근종 환자 집단이 가장 높은 수준의 심리적 괴로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불안과 우울이라는 정서적 변수는 

증상을 보이는 자궁근종 환자의 삶에 밀접한 연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안과 우울이 증상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불안과 우울이 심리적 

요인으로서 자궁근종 환자의 증상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18 

3) 상황적 요인 

상황적 요인은 개인의 사회적, 물리적 환경을 포괄하는 것으로 

증상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적 요인으로는 개인의 경험적 

배경과 자원 접근과 관련이 있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경제적 지위, 혼인관계, 가족지위, 직업, 일이나 가족의 요구, 사회적 

지원 및 의료 지원에 대한 접근이 상황적 요인에 해당한다(Lenz & 

Pugh, 2013). 

앞서 소개하였던 Borah 등(2013)의 연구에서 대상자의 절반 

가량이 자궁근종이 파트너와의 관계, 가정/자녀를 돌보는 능력,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한편, Ghant 등(2015)의 

연구에서 대상자의 20%는 자궁근종과 관련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밝혔으며, Nicholls 등(2004)은 자궁근종 

여성의 질병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일부 여성들은 의학적 충돌과 

치료에 대한 감정으로 괴로움을 경험하기도 하므로 의료진과의 접근 

경험이 질병경험의 주요 요소라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자궁근종 여성의 증상경험이 사화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으나, 역으로 사회적 요소가 증상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또한 자궁근종 여성들은 충분한 지원의 

부족과 질병경험에 있어 의료진과의 경험의 중요성을 보여주어,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족, 친구, 의료인)를 상황적 요인으로서 

자궁근종 환자의 증상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Brito 등(2014)의 연구 대상자들은 출혈과 골반 통증으로 가정과 

사회활동이 제한되었으며 직업 활동 또한 증상으로 인해 손상되었다고 

보고하였고, Borah 등(2013)의 연구에서 대상자들은 자궁근종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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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잠재력과 직장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였다. 

자궁근종으로 산부인과 외래를 방문하는 아이티 여성을 대상으로 

자궁근종이 여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혼합연구방법으로 평가한 

Millien 등(2021)의 연구에서 대상자들은 증상으로 인해 육체적 노동의 

수행이 어려웠지만 모든 가사와 육아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대부분 사회적, 경제적 기회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남성의 경우 건강의 차이는 사회 계급 체계를 적용하여 

연구되어 온 반면, 여성의 경우 역할 체계가 일반적이었다(Lahelma, 

Arber, Kivelä, & Roos, 2002). 여성 간 건강 차이의 발생은 여성의 

사회적, 구조적, 경제적 지위 뿐만 아니라 가족 상태 및 부모 역할 

등에서 비롯되는 복잡한 과정이라는 것으로(Arber, 1991), 직장 및 

가족 역할을 포함하는 여러 사회적 역할을 결합하는 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 문화적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Staland 

Nyman, Spak, & Hensing, 2012). 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다중역할의 수나 특정 역할의 질과 같은 지표에 집중하였다면 이제는 

역할의 통합과 여성의 경험 전체에 대한 고려를 하고자 하며 그 방법 중 

하나는 역할 과부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다(Glynn, Maclean, Forte, & 

Cohen, 2009). 여성의 경우, 모성과 관련된 역사적, 사회적인 역할에 

따르는 것과 전문 직업과 같은 추가적인 현대적 기대에 따르는 것, 

그리고 자기 지향적 활동 및 정체성에 대한 욕구가 경쟁하여 역할 

과부하가 발생한다(Lovell & Butler, 2015).  

여성 건강과 역할 과부화와 관련된 연구로 아내, 어머니, 

직장인이라는 여성의 다중역할의 맥락에서 역할 과부하의 개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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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한 Facione(1994)의 연구에서 역할 자체의 수보다는 다중역할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이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Glynn 등(2009)의 

연구에서 역할 과부하는 소득을 포함한 다른 사회인구학적 변수보다 

정신건강과 더 강한 관계를 보였다. 14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Lovell & Butler(2015)의 연구에서는 증가된 역할 

과부하가 신체 활동 감소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질환 관련 증상 

연구에 있어서는 초기 류마티스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Mustafa, 

Looper, Zelkowitz, Purden와 Baron(2012)의 연구에서 역할 과부하와 

통증 및 신체 기능 장애가 상호 관련되어 있다는 가설을 확인하였다. 

이에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증상을 경험하는 자궁근종 

여성의 다중역할 수행의 어려움과 주 대상이 사회적 활동을 활발히 하는 

생식연령 여성임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자궁근종 여성을 

대상으로 상황적 요인 중 하나로 역할 과부하 개념을 적용하여 

증상경험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관련 통제 변인으로 혼인상태 

및 미성년 자녀의 수, 추후 임신을 통한 가족계획 여부, 직업, 교육, 

경제 상태 등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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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의 개념적 준거 틀 

 

본 연구는 Lenz 등(1997)의 불쾌증상이론(Theory of Unpleasant 

Symptoms)을 기반으로 개념적 준거 틀을 구성하였다. 불쾌증상이론은 

생리적, 심리적, 상황적 요인들이 불쾌증상들을 예측하면 결과적으로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간호이론이다. 이 이론은 피로 및 호흡곤란 

증상에 대한 연구와 임상 경험을 기반으로, 증상이 본질적으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성을 공유하고 이러한 특성을 탐색하고 변경하여 증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개발되었다(Linda, 1996). 그 결과, 불쾌증상이론에 의해 증상경험과 

관련된 특정 개념과 정의가 표준화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증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가능하였다(Lenz & Pugh, 2014).  

Figure 1에서와 같이 불쾌증상이론은 증상경험, 증상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그리고 증상경험의 결과로 구성된다. 증상은 개인의 

정상적인 기능상태 변화를 지각하는 지표이자 주관적인 경험으로 

단독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다양한 증상들이 동시에 

나타난다. 증상경험은 증상의 강도, 빈도, 고통의 인지, 질 등을 

포함하여 다차원적으로 발생한다. 이 네 가지 증상 차원은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또한 여러 증상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증상경험을 강화하거나 또는 개선할 수 있다. 영향요인에는 생리적 요인, 

심리적 요인, 상황적 요인이 있으며, 이들은 서로 상호작용하여 다양한 

증상에 영향을 준다. 마지막으로 증상경험의 결과는 수행으로 이는 

증상의 결과나 효과를 의미하며 기능적 활동과 인지적 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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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도록 개념화되었다. 증상 자체가 개인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만 

동시에 이러한 수행 결과가 영향요인 및 증상과 상호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임상 연구를 통해 개발된 이 이론은 개별적 증상을 감시하면서도 각 

증상들을 분리하지 않고 일련의 증상에 주목함으로써 증상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하고 영향요인과 증상경험 및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론적 지식을 확장한다(Mikšić et al., 2018). 이와 같이 

불쾌증상이론은 증상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포괄적인 틀으로 증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체론적 방법을 제공한다(Blakeman, 2019). 

 

 

Figure 1. Theory of Unpleasant Symptoms 

Source: Lenz, E. R., Pugh, L. C., Milligan, R. A., Gift, A., & Suppe, F. 

(1997). The middle-range theory of unpleasant symptoms: an 

update. Advances in nursing science, 19(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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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불쾌증상이론에서 제시한 생리적 요인, 심리적 요인, 

상황적 요인이 자궁근종 환자의 증상경험에 영향을 미치며 그 

증상경험을 해결하고자 하는 인지적 활동의 결과로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였다고 보고, 자궁근종 환자의 수술 전 증상경험 영향요인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자궁근종 환자의 증상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문헌고찰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생리적 요인에는 

연령, 혈색소 수치, 자궁근종의 크기와 개수를, 심리적 요인에는 불안과 

우울을, 상황적 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지(가족, 친구, 의료인)와 역할 

과부하를 본 연구의 변수로 추출하였다. 증상경험으로는 UFS-

QoL(Spies et al., 2002) 도구로 파악할 수 있는 환자의 객관적 증상인 

자궁근종 증상 심각도와 주관적 경험인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증상 

영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개념적 준거 틀은 Figure 2와 같다. 

 

 

Figure 2. Conceptual framework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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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자궁근종 환자의 수술 전 증상경험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생리적, 심리적, 상황적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의 산부인과 환자 중 

자궁근종 수술을 위해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전 

편의표출하였으며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자궁근종 임상진단을 받은 만 20세 

이상인 자 

2) 인지능력의 손상이 없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자궁근종 진단에 

대한 인식이 있는 자 

3)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단, 수술 전 폐경한 여성의 경우는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본 연구에 필요한 최소 표본 수는 G*Power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기준으로 큰효과크기 0.35, 유의수준 .05, 

검정력 .90, 예측변수 10개로 계산한 결과 69명이었다. 효과크기는 

불쾌증상이론을 적용하여 증상경험 영향요인을 분석한 국내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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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참조하여 설정하였다. 폐암 환자의 증상경험 영향요인 

연구(김금순 등, 2013)에서 생리적, 심리적, 상황적 요인을 모두 

투입하였을 때 설명력(R²)은 0.578, 유방암 환자의 증상경험 영향요인 

연구(김효진, 김상희, 이향규, 오상은, 2014)에서 생리적, 심리적, 상황적 

요인을 모두 투입하였을 때 설명력(R²)은 0.448로 나타나 큰효과크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구 철회 상황 및 탈락을 고려하여 목표 대상자 수를 80명으로 

설정하여 최초 자료를 수집하였다. 불충분한 답변 1건, 수술 후 병리 

검사결과 자궁근종 외의 진단을 받은 1건, 자궁근종에 대한 수술요법을 

적용하지 않은 1건을 제외하고 최종 7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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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도구 

1) 증상경험 

본 연구에서 증상경험 측정 도구는 Spies 등(2002)이 개발한 The 

Uterine Fibroid Symptom and Quality of Life(UFS-QoL)을 MAPI 

Research Trust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황성진 등(2009)의 

연구에서 국문화한 것에서 ‘생리’로 표현한 단어를 ‘월경’으로 

수정하였으며, 31번 문항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는 원 도구에서의 

‘irritable’이라는 표현에 보다 적합하게 본 연구에서 ‘짜증이 났다.’로 

수정·보완하여 적용하였다.  

UFS-QoL은 과다월경, 골반통, 빈뇨, 피로 등의 증상의 심각성을 

묻는 항목(8문항)과 이런 증상들이 감정과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건강관련 삶의 질 항목(29문항)으로 구성되며, 이중 건강관련 삶의 질 

항목은 다시 6가지 하위 항목(Concern, Activities, Energy/Mood, 

Control, Self-consciousness, and Sexual function)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모두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된다. 증상 심각도와 건강관련 삶의 

질 및 각 하위 항목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 가능하며 높은 증상 

심각도 점수는 보다 심한 증상을, 높은 건강관련 삶의 질 점수는 더 

나은 건강관련 삶의 질을 나타낸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증상 

심각도 Cronbach’s α는 .86, 건강관련 삶의 질 Cronbach’s 

α는 .97이며, 본 연구에서는 증상 심각도 .82, 건강관련 삶의 

질 .9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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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리적 요인  

본 연구에서 연령은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혈색소 

수치는 수술 전 평가를 위한 혈액검사결과에서, 자궁근종의 크기와 

개수는 수술기록 및 수술 후 병리검사 결과로 전자의무기록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3) 심리적 요인 

(1) 불안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Kim 등(2018)이 개발한 한국형 불안장애 

선별도구(K-ANX)를 본 도구의 특허를 지닌 마음건강케이유(주)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K-ANX는 DSM-5 및 RDoC에서 제시하는 

불안장애 환자들의 진단적 특징을 반영하며 구체적으로는, 과도한 걱정, 

걱정 조절의 어려움, 안절부절못함, 피로, 주의집중 곤란, 과민성, 근육 

긴장, 수면교란, 기능 손상, 기타 신체증상 등의 총 10가지 범불안장애 

진단영역을 포괄한다. 지난 2주간 각 문항에 해당하는 증상을 어느 

정도로 경험하였는지 떠올리며 직접 문항에 답하게 된다. 총 11개 

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한다. 통계전문가가 

문항반응이론(IRT)을 적용하여 선별된 문항들의 가중치를 계산하였으며, 

이 가중치를 반영하여 채점이 진행된다. GAD-7 점수 간의 동등화 

작업을 통해 GAD-7 총점과의 관계를 제시하고, 민감도와 특이도를 

고려하여 제시하는 진단적 절단점은 17점이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는 .96이며,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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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윤서원 등(2018)이 개발한 한국형 우울장애 

선별도구(K-DEP)를 본 도구의 특허를 지닌 마음건강케이유(주)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K-DEP는 DSM-5 및 RDoC에서 제시하는 

우울장애 환자들의 진단적 특징을 반영하며 구체적으로는, 우울 기분, 

흥미 저하, 정신운동성 초조 또는 지연, 피로, 무가치감 혹은 죄책감, 

집중 곤란 또는 우유부단함, 자살 사고 및 시도, 불안 증상, 무망감, 

식욕 또는 체중 변화, 수면 변화 등의 총 11가지 주요우울장애 진단 

영역을 포함한다. 지난 2주간 각 문항에 해당하는 증상을 어느 정도로 

경험하였는지 떠올리며 직접 문항에 답하게 된다. 총 12개 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한다. 통계전문가가 문항반응이론(IRT)을 

적용하여 선별된 문항들의 가중치를 계산하였으며, 이 가중치를 

반영하여 채점이 진행된다. BDI-Ⅱ 점수 간의 동등화 작업을 통해 

BDI-Ⅱ 총점과의 관계를 제시하고, 민감도와 특이도를 고려하여 

제시하는 진단적 절단점은 14점이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는 .95이며, 본 연구에서는 .92였다. 

 

4) 상황적 요인 

(1)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Zimet 등(1988)이 개발한 Multi-

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MSPSS) 척도를 

신준섭과 이영분(1999)이 국문화한 것을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MSPSS는 가족 지지, 친구 지지, 의미있는 타인의 특별 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의미있는 타인의 특별 지지를 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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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로 측정한다. 각 영역별 4문항으로 총 12문항이며, 5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좋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는 .83이며,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2) 역할 과부하 

역할 과부하를 측정하기 위해 Reilly(1982)가 개발하고, 

Thiagarajan 등(2006)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수행하여 제시한 6가지 

문항으로 구성된 역할 과부하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일차적으로 

간호학 전공자 2인이 영문을 우리말로 번역하였으며 본 도구가 

Marketing 전공자에 의해 개발되었기에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Marketing 전공자가 번역 및 역번역을 수행하여 내용이 일치할 때까지 

번역과정을 반복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역할 과부하가 많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Thiagarajan 등(2006)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87~.89이며, 본 

연구에서는 .76이었다. 

 

이 외에 일반적 특성으로 혼인상태, 미성년 자녀의 수, 추후 임신을 

통한 가족계획 여부, 교육 및 직업, 경제상태 등은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직업은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2017)에 따라 조사 

후 육체노동과 직능수준에 의한 분류를 기반으로 ①관리직·전문직 

②사무직 ③서비스·판매·단순노무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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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절차 

연구 참여 대상자들을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S대학병원 

임상시험위원회(IRB)의 승인을 얻은 후 자료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2년 1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진행하였다. 

S대학병원에 자궁근종 수술을 위해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전일 

연구의 목적과 취지, 절차, 활용, 비밀과 익명성 보장, 연구 참여자의 

권리, 언제든지 중도 철회가 가능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음을 

안내한 후, 연구 참여 동의를 서면으로 작성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20분 이내였으며 설문이 완료된 후 참여자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대상자의 생리적 요인은 전자의무기록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증상경험, 생리적 요인, 심리적 요인, 상황적 

요인의 정도와 수준은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증상경험의 차이는 t-test, F-

test(ANOVA)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증상경험, 생리적 요인, 심리적 요인, 상황적 요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4) 대상자의 증상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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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생리적 지표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생리적 지표는 Table 1과 같다. 평균 

연령은 41.7 ± 6.9세로 26세부터 52세까지 분포되어 있다. 40대가 

46명(59.7%)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8명(23.4%), 50대 7명(9.1%), 

20대 6명(7.8%) 순이었다. 대학재학 및 졸업이 54명(70.1%)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졸업이 6명(7.8%)으로 가장 적었다. 과반수 이상이 

직업이 있었고(67.5%), 이중 관리직·전문직이 22명(42.3%), 사무직이 

21명(40.4%) 이었으며 서비스·판매· 단순노무직은 9명(11.7%)으로 

가장 적었다.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130만원에서 2억원까지 분포되어 

있었으며, 5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이 25명(32.5%)으로 가장 

많았다. 혼인상태는 기혼이 46명(59.7%)으로 과반수 이상이었고, 

자녀가 있는 경우가 41명(53.2%), 없는 경우가 36명(46.8%)이었다. 

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수는 2명인 경우가 18명(43.9%)로 

가장 많았다. 추후 임신을 통한 가족계획 여부는 56명(72.7%)이 

없다고 답하였다. 대상자들이 받은 외과적 수술요법은 자궁근종절제술이 

44명(57.1%), 자궁절제술이 33명(42.9%)으로 나타났다. 수술 전 

혈색소 수치의 평균은  12.3 ± 1.9g/dL 이었고, 최저 7.2g/dL에서 최대 

16.0g/dL이었다. 여성 정상 혈색소 수치의 기준이 되는 12.0g/dL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을 때, 30명(39.0%)이 정상범위 보다 저하된 혈색소 

수치를 보였다. Yang 등(2011)의 연구를 참조하여 10.0g/dL 기준으로 

한 번 더 구분하면 12명(15.6%)이 중등도~심도 빈혈에 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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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자궁근종 크기의 평균은 7.91 ± 5.15cm 이었고, 최소 

1.5cm에서 최대 30cm이었다. 이중 5cm이상~10cm이하에 해당하는 

경우가 36명(46.8%)으로 가장 많았다. 자궁근종 개수는 다발성인 

경우가 51명(66.2%)으로 단일인 경우 26명(33.8%)보다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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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s and Physiological Indicators of the Participants 

 (N=7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Range) 

Age(years) <30 6(7.8) 41.7±6.9 

 30-39 18(23.4) (26-52) 

 40-49 46(59.7)  

 ≥50 7(9.1)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6(7.8)  

 College 54(70.1)  

 Graduate school and above 17(22.1)  

Employment Employed 52(67.5)  

 Manager·Professional 22(42.3

) 

 

 Clerk  21(40.4

) 

 

 Sales·Service·Elementary 9(11.7)  

 Unemployed 25(32.5)  

Monthly family <300 11(14.3) 

 

Median: 550 

income 300-499 16(20.8) (130- 

(10,000 won) 500-799 25(32.5) 20,000) 

 ≥800 22(28.6)  

 Unanswered 3(3.9)  

Marital status Never married 27(35.1)  

 Married 46(59.7)  

 Separated/Divorced 4(5.2)  

Child presence Yes 41(53.2)  

Number of 0       8(19.5)  

children under 1      15(36.6)  

the age of 19 2      18(43.9)  

 No 36(46.8)  

Pregnancy plan Yes 21(27.3)  

 No 56(72.7)  

Type of surgery Hysterectomy 33(42.9)  

 Myomectomy 4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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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moglobin level <12.0(anemia) 30(39.0) 12.3±1.9 

(g/dL)    <10.0(moderate~severe)       12(15.6) (7.2-16.0) 

    10.0-11.9(mild)       18(23.4)  

 ≥12.0(normal) 47(61.0)  

Size of the biggest <5 18(23.4) 7.91±5.15 

myoma (cm) 5-9 36(46.8) (1.5-30) 

 ≥10 23(29.9)  

Number of myomas Single 26(33.8)  

 Multiple 51(66.2)  

M±SD=mean±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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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증상경험 정도 

연구 대상자의 증상경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증상 심각도 

점수의 평균은  55.72 ± 22.13점이었고, 최저 12.5점에서 최대 

96.9점이었다. 건강관련 삶의 질 총점의 평균은 56.55 ± 25.14점이었고, 

최저 5.17점에서 최대 97.41점이었다. 건강관련 삶의 질의 6개의 하위 

영역의 평균을 보면, 근심(Concern)은 57.08 ± 31.68점, 

활동(Activities) 55.52 ± 30.46점, 활기/정서(Energy/Mood) 60.20 ± 

27.74점, 조절(Control) 58.44 ± 25.70점, 개인 의식(Self-

Consciousness) 54.11 ± 29.95점, 성생활(Sexual Function) 49.19 ± 

35.37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은 건강관련 삶의 질 하위 영역은 

활기/정서였고, 가장 점수가 낮은 하위 영역은 성생활이었다. 

한편, Table 3에서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증상경험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증상경험 정도는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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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Degrees of Symptom Severity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N=77) 

Variables M±SD Reported range 

(Possible range: 0-100) 

 
Symptom severity 55.72±22.13 12.5-96.9 

HRQL Total Score 56.55±25.14 5.17-97.41 

Concern 57.08±31.68 0-100 

Activities 55.52±30.46 0-100 

Energy/Mood 60.20±27.74 0-100 

Control 58.44±25.70 0-95 

Self-Consciousness 54.11±29.95 0-100 

Sexual Function 49.19±35.37 0-100 

M±SD=mean±standard deviation; HRQL=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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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in Symptom Severity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77) 

Characteristic Categories Symptom severity  HRQL 

M±SD 

 

t or F(p)  M±SD t or F(p)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59.90±18.05 0.22(0.80)  55.89±27.04 0.18(0.83) 

 College 54.69±21.84   55.59±24.92  

 Graduate school and above 57.54±25.10   59.84±26.50  

Employment Employed 56.43±22.71 0.40(0.69)  54.99±25.34 -0.78(0.44) 

 Unemployed 54.25±21.25   59.79±24.91  

Monthly family <300 61.93±20.77 1.25(0.30)  49.06±26.63 1.43(0.24) 

income 300-499 52.54±19.51   62.45±24.13  

(10,000 won) 500-799 50.88±20.10   62.55±20.60  

(n=74) ≥800 60.94±25.20   51.65±27.38  

Spouse presence Yes 54.28±22.48 -0.69(0.49)  59.63±23.54 1.32(0.19) 

 No 57.86±21.78   51.97±27.09  

Child presence Yes 56.33±20.89 0.25(0.80)  58.52±22.53 0.27(0.47) 

 No 55.04±23.74   54.31±27.98  

Pregnancy plan Yes 54.91±22.62 -0.20(0.85)  57.47±28.35 0.20(0.85) 

 No 56.03±22.14   56.20±24.10  

M±SD=mean±standard deviation; HRQL=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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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생리적, 심리적, 상황적 요인의 수준 

연구 대상자의 심리적 요인의 수준은 Table 4와 같다. 불안은 평균 

11.85 ± 9.26점으로 나타났으며, 최저 0점에서 최대 41.75점이었다. 

해당 점수는 한국형 불안장애 선별도구와 GAD-7 점수 간의 동등화 

작업을 바탕으로 분류하였을 때 경도(Mild) 불안에 해당하는 점수였다. 

정상 범주가 40명(51.9%)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도 23명(29.9%), 

중등도 10명(13.0%), 심도 4명(5.2%) 순이었다. 진단적 절단점인 

17점을 기준으로 구분 시, 20명(26.0%)가 절단점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우울은 평균 8.91 ± 9.05점으로 나타났으며, 최저 0점에서 최대 

42.60점이었다. 해당 점수는 한국형 우울장애 선별도구와 BDI-Ⅱ 점수 

간의 동등화 작업을 바탕으로 분류하였을 때 경도(Mild) 우울에 

해당하는 점수였다. 정상범주가 47명(61.0%)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도 

13명(16.9%), 심도도 10명(13.0%), 중등도 7명(9.1%) 순이었다. 

진단적 절단점인 14점을 기준으로 구분 시, 10명(13.0%)가 절단점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연구 대상자의 상황적 요인의 수준은 Table 5와 같다. 대상자가 

느끼는 사회적 지지의 평균은 43.56 ± 8.57점이었고, 최저 22점에서 

최대 60점이었다. 하위 영역인 가족 지지의 평균이 16.81 ± 3.40점, 

친구 지지의 평균이 16.18 ± 3.28점, 의료인 지지의 평균이  10.57 ± 

4.95점 순으로 나타났다. 역할 과부하 점수의 평균은 18.38 ± 

4.17점이었고, 최저 9점에서 최대 30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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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Degrees of Psychological Factors               (N=77) 

Variables Categories n(%) M±SD 

(Range) 

Anxiety Normal (score<10) 40(51.9) 11.85±9.26 

 Mild (10≤score<20) 23(29.9) (0-41.75) 

 Moderate (20≤score<30) 10(13.0)  

 Severe (score≥30) 4(5.2)  

 Below cutoff point (score<17) 57(74.0)  

 Over cutoff point (score≥17) 20(26.0)  

Depression Normal (score<8) 47(61.0) 8.91±9.05 

 Mild (8≤score <12) 13(16.9) (0-42.60) 

 Moderate (12≤score<29) 7(9.1)  

 Severe (score≥29) 10(13.0)  

 Below cutoff point (score<14) 69(87.0)  

 Over cutoff point (score≥14) 10(13.0)  

M±SD=mean±standard deviation 

 

Table 5. The Degrees of Situational Factors                  (N=77) 

Variables M±SD Reported  Possible 
range range 

Social support(total) 43.56±8.57 22-60 12-60 

M±SD(R

ange) 

M±SD(R

ange) 

Family support 16.81±3.40 5-20 4-20 

Friends support 16.18±3.28 4-20 4-20 

Medical personnel support 10.57±4.95 4-20 4-20 

Role overload    18.38±4.17 9-30 6-30 

M±SD=mean±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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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증상경험, 생리적, 심리적, 상황적 요인들  

간의 관계  

연구 대상자의 증상경험과 주요 생리적, 심리적, 상황적 요인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6과 같다. 증상 심각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변수는 혈색소 수치, 불안과 우울이었다. 증상 심각도와 혈색소 

수치(r=-.23, p=0.046)는 약한 음의 상관관계, 불안(r=.32, 

p=.004)과 우울 (r=.30, p=.008)은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건강관련 삶의 질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변수는 혈색소 수치, 

불안, 우울, 역할 과부하였다. 건강관련 삶의 질과 불안(r=−.54, 

p<.001)과 우울 (r=−.54, p<.001)은 다소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혈색소 수치(r=.29, p=.011), 와는 약한 양의 상관관계, 역할 

과부하(r=−.26, p=.021)와는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혈색소 

수치가 낮고 불안과 우울이 높을수록 대상자의 증상 심각도가 높았고, 

불안과 우울, 역할 과부하가 낮고, 혈색소 수치가 높을수록 대상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았다. 증상 심각도와 건강관련 삶의 질은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r=−.70, p<.001), 증상 심각도가 높을수록 

대상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생리적 요인인 연령과 

자궁근종 개수가 약한 양의 상관관계(r=.32, p=.005)를, 심리적 요인인 

불안과 우울이 높은 양의 상관관계(r=.83, p<.001)를 보였고, 상황적 

요인인 사회적 지지와 역할 과부하는 약한 음의 상관관계(r=−.23, 

p=.041)를 보였다. 즉, 자궁근종의 개수가 다발성인 경우 연령이 

높았고, 불안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았으며,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역할 과부하는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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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 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연령 및 

자궁근종 개수와 역할 과부하가 약한 음의 상관관계(r=-.24, p=.036, 

r=-.27, p=.016)를 보여 자궁근종의 개수가 다발성인 경우와 연령이 

높은 대상자의 역할 과부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 간의 상관관계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불안과 우울은 각각 

사회적 지지(r=−.30, p=.009, r=−.38, p<.001)와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역할 과부하(r=.43, p<.001, r=.40, p<.001)와 다소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대상자의 불안과 우울이 높을수록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는 낮았으며, 역할 과부하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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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rrelations among Physiological, Psychological, Situational Factors, and Symptom Experience         (N=77)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 Age 1         

2. Hemoglobin level -.02 1        

3. Size of biggest myoma -.17 .22 1       

4. Number of myomas .32** .01 -.12 1      

5. Anxiety -.20 .13 -.07 -.16 1     

6. Depression -.18 .12 -.08 -.19 .83*** 1    

7. Social support -.02 -.14 .07 .07 -.30* -.38** 1   

8. Role overload -.24* .05 -.03 -.27* .43*** .40*** -.23* 1  

9. Symptom severity -.03 -.23* -.05 -.10 .32** .30** -.12 -.02 1 

10. HRQL 0.10 .29* .20 .03 -.54*** -.54*** .21 -.26* -.70** 

*p<.05, **p<.01,***p<.001       

HRQL=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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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의 증상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대상자의 증상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전 독립변수인 생리적, 심리적, 상황적 요인 

간의 다중공선성 검증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였다. 공선성 진단 결과 

분산확대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값이 최대 3.411, 

상태지수 값 1개가 40.98, 변동 비율이 불안(0.88)과 우울(0.77)에서 

높게 나타나 불안 변수와 우울 변수는 다중공선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회귀분석을 위하여 불안과 우울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울 변수를 제거 후 분석하였으며, 불안과 우울 변수 중 불안 

변수를 선택한 배경은 논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우울 변수 

제거 시 VIF 값은 최대 1.343으로 다중공선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증상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증상 심각도와 건강관련 삶의 질 각각에 대하여 입력 방법(Enter)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증상 심각도와 건강관련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생리적, 심리적, 상황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범주형 변수인 자궁근종 개수는 더미 

변수 처리하여 분석하였으며 단일 근종을 0, 다발성 근종을 1로 

처리하였다. 

증상 심각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Table 7),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2.589, p=.020), 생리적 요인, 심리적 요인, 

상황적 요인은 증상 심각도를 20.8%(수정계수에 의하면 12.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 유의성 검증 결과, 생리적 요인인 

혈색소 수치(β=-.29, p=.012)와 심리적 요인인 불안(β=.41, 

p=.002)이 증상 심각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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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bin-Watson 값은 2.236으로 2에 가까워 잔차의 자기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Table 8),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7.869, p<.001), 생리적 요인, 심리적 요인, 

상황적 요인은 건강관련 삶의 질을 44.4%(수정계수에 의하면 38.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 유의성 검증 결과, 생리적 요인인 

혈색소 수치(β=.36, p<.001)와 심리적 요인인 불안(β=-.55, 

p<.001)이 건강관련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 값은 2.164로 2에 가까워 잔차의 자기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증상 심각도와 건강관련 삶의 질에 공통적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심리적 요인인 불안으로 확인 되었고, 그 

다음은 생리적 요인인 혈색소 수치였다. 즉 불안이 높을수록, 혈색소 

수치가 낮을수록 증상 심각도는 높고 건강관련 삶의 질은 낮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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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Factors Influencing Symptom Severity of the Participants 

Variables B SE β t p 

Age .12 .38 .04 .31 .758 

Hemoglobin level -3.27 1.27 -.29 -2.57 .012 

Size of myomas .16 .49 .04 .34 .738 

Number of myomas -3.84 5.41 -.08 -.71 .480 

Anxiety .98 .30 .41 3.30 .002 

Social support -.19 .30 -.07 -.65 .519 

Role overload -.93 .66 -.17 -1.40 .165 

R2 = .208    Adj.R2 =.128    F(p) =2.589(.020) 

β=standardized coefficients; SE=standard error 

R
2
=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Adj.R

2
=adjusted R

2
 

 

Table 8. Factors influencing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the 

Participants 

Variables B SE β t p 

Age .08 .36 .02 .22 .825 

Hemoglobin level 4.60 1.21 .36 3.80 <.001 

Size of myomas .37 .46 .08 .80 .425 

Number of myomas -4.01 5.15 -.08 -.78 .438 

Anxiety -1.48 .28 -.55 -5.26 <.001 

Social support .27 .28 .09 .96 .339 

Role overload -.22 .63 -.04 -.35 .730 

R2 = .444    Adj.R2 =.387    F(p) =7.869(<.001) 

β=standardized coefficients; SE=standard error 

R
2
=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Adj.R

2
=adjusted 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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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  의 

 

본 연구는 자궁근종 환자의 수술 전 증상경험 정도를 파악하고, 

불쾌증상이론을 기반으로 증상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생리적, 심리적, 

상황적 요인을 확인하여, 향후 자궁근종 환자를 위한 효율적인 증상경험 

관리의 근거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간호중재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1. 자궁근종 환자의 수술 전 증상경험 정도 

본 연구에서 자궁근종 환자의 수술 전 증상경험은 Spies 

등(2002)이 개발한 UFS-QoL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증상 

심각도의 평균 점수는 55.72점, 건강 관련 삶의 질 총점의 평균 점수는 

56.55점이었는데 이는 Spies 등(2002)의 결과와 비교하면 증상 

심각도(44.0점)는 더 높고, 건강관련 삶의 질(62.6점)은 더 낮은 

수준이었다.  

동일한 도구를 적용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정리해보면, 본 연구 

대상자의 점수와 비교하여 단순히 자궁근종을 진단받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상대적으로 증상 심각도 점수는 낮고(19.3~44.0점), 

건강관련 삶의 질 점수(62.6~76.6점)는 높게 나타났다(Spies et al., 

2002; Soliman et al., 2017; 황성진 등, 2009). 이는 증상을 호소하며, 

특히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수술 등의 방법으로 자궁근종 증상의 해결을 

강구하는 여성들에게 질병 과정 동안의 증상경험을 확인하고 중재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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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근종용해술, 자궁동맥색전술 등의 수술 외의 치료를 선택한 

들의 증상경험 정도는 보다 다양하게 나타나(증상 심각도: 55.9~62.3점, 

건강관련 삶의 질: 37.0~68.9점) (Kovacsik et al., 2017; Manyonda et 

al., 2020; Lee, Hong, Park, & Kim, 2015; 류지훈 등, 2008), 자궁근종 

치료의 최종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수술을 앞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기타 치료를 선택한 연구들의 대상자들과 비교하여 보이는 

증상경험의 두드러지는 특성은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와 같은 비교에 

있어 주의할 점은 본 연구 대상자들의 수술 이전의 내과적 치료의 적용 

여부이다. GnRH(생식샘자극호르몬분비호르몬) agonist 주사제의 사용은 

외과적 수술요법 전 자궁 부피를 줄여 수술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종종 사용된다(Lethaby, Puscasiu, & Vollenhoven, 2017). GnRH 

agonist 주사제는 성선기능을 저하시켜 무월경을 유발하며 월경 출혈을 

감소시킨다. 해당 치료는 월경 출혈 및 통증에 대한 치료 효과의 유지에 

관한 장기 추적 연구결과는 부족하여 기타 치료 전 단기 관리 전략이며 

가교요법으로 적용된다(Hartmann et al., 2017). 본 연구 대상자 중 

일부도 수술 전 GnRH agonist 주사제 치료를 받았으나 자료수집 

단계에서 해당 정보는 수집되지 않았다. UFS-QoL 도구가 지난 

3개월의 경험을 물어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술을 앞둔 자궁근종 

환자의 보다 장기적인 증상경험은 수술 전 내과적 치료 등에 의해 

과소평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수술 전 

이환 기간과 기타 치료 요법의 적용 여부에 대해 조사하여 증상경험을 

비교 분석 할 필요가 있다. 

자궁근종 환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 점수는 6개 하위 영역 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국외 연구와 국내 연구에서 경향의 차이가 있었다.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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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주로 근심 영역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Spies et al, 

2002; Soliman et al., 2017; Kovacsik et al., 2017), 본 연구 및 황성진 

등(2009)의 연구에서는 근심 영역 점수는 상대적으로 높고 성생활 

영역의 점수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Zimmermann 등(2012)의 연구에서 

42.9%의 여성이 자궁근종이 성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고, 자궁근종이 있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경증의 성교통은 40%, 중등도 이상의 성교통은 80%나 더 

높았다(Lippman et al., 2003). Ertunc, Uzun, Tok, Doruk와 

Dilek(2009)의 연구에서 자궁근종이 있는 여성과 없는 여성의 성적 

욕구, 흥분, 윤활, 오르가즘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자궁근종이 있는 

여성은 더 많은 성교통을 경험하고 성관계 만족도는 낮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국내 폐경 전 자궁근종 여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장재훈 등, 

2014).  

이에 자궁근종 환자에게 있어 성교통은 더 빈번할 뿐 아니라  성적 

만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라 할 수 있고, 본 연구 대상자의 낮은 성생활 

영역 점수 또한 성교통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UFS-QoL 증상 심각도 문항은 성교통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건강 

관련 삶의 질 문항도 성욕 감소 및 성생활 기피 여부만을 포함하고 있어 

자궁근종 환자의 성기능과 성만족 정도를 전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한편, 섹슈얼리티(Sexuality)는 여성의 인생 전반에서 중요한 

것이면서 성생활은 인간의 행동에서 가장 복잡한 측면의 일부로 단순히 

성교통만을 자궁근종 여성의 성기능 장애요인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 

한 예로, 최은영, 엄미정, 김수아와 정혁(2011)의 연구에서 

자궁근종용해술 후 자궁근종 여성의 성교통은 유의하게 개선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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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욕, 성교 횟수, 오르가즘 빈도 및 강도는 치료 전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국내 자궁근종 환자의 성생활 및 성적 

만족을 사회·심리적 요소와 함께 다차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수술을 통한 증상 심각도의 감소가 성적 만족의 증대를 통해 삶의 질 

증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2. 증상경험과 관련된 생리적, 심리적, 상황적 요인의 

 수준 

국내 여성의 자궁근종 유병률은 30~40대에서 높으며(Kang et al., 

2018), 본 연구에서도 30~40대가 대상자의 83.1%를 차지하였다. 이는 

기대요법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자궁근종 여성의 비율 또한 해당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남을 보여주어 사회활동을 가장 활발히 하는 

생식연령 여성에서 자궁근종 및 그 증상과 관련된 간호 문제가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자궁근종의 성장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영향을 받으며(Cramer & Patel, 1990), 연령은 성 

호르몬 수치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간주되기에(Lei et al., 2021) 본 

연구에서 연령을 증상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리적 요인으로 

조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연령과 증상경험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호르몬이 35세부터 

서서히 줄기 시작하나 급격한 감소는 폐경기 전후로 나타나기 

때문에(Rasgon, Shelton, & Halbreich, 2005), 본 연구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은 것은 폐경 전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인한 결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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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대상자 중 빈혈 기준에 해당하는 혈색소 수치 

12.0g/dL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가 39.0%로 나타났다. 이는 2020 

국민건강통계에 따른 국내 19세 이상 여성 빈혈 유병률 10.3%보다 약 

4배 정도 높은 수치 였으며, Puri, Famuyide, Erwin, Stewart와 

Laughlin-Tommaso(2014)의 연구에서 과다 월경 출혈로 내원 후 

점막하 근종으로 진단된 대상자에서의 결과(38.29%)와는 유사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낮은 혈색소 수치는 자궁근종으로 인해 과다 

월경출혈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누적되어 나타난 결과로 사료되며, 일반 

여성에 비해 자궁근종 여성, 특히 치료를 요하는 단계의 자궁근종 

여성의 빈혈 유병률이 높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수술 전 환자들의 낮은 

혈색소 수치는 입원 전 수혈, 철분제 등으로 교정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대상자의 증상경험의 기간보다 본 연구에서 높게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낮은 혈색소 수치는 그 자체가 건강 위해 요소이며 특히 

자궁근종의 대표 증상인 월경과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임을 

고려할 때, 자궁근종 환자의 혈색소 수치의 주기적 평가와 이에 대한 

중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자궁근종의 크기는 5cm이상~10cm이하에 해당하는 

경우가 46.8%로 가장 많았으며 자궁근종 개수는 66.2%가 다발성인 

경우였다. 자궁근종으로 외래 방문한 환자를 초음파로 검사한 선행연구 

결과에서는 5cm 미만인 경우가 45.3%(David et al., 2016), 단일 

근종인 경우가 62%(Marino et al., 2004)로 나타나 외과적 절제를 통해 

결과를 확인한 본 연구 대상자의 자궁근종의 크기가 보다 큰 경우가 

많았으며 개수도 다발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자궁근종의 크기 및 개수는 증상경험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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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으며 다중회귀분석결과에서도 유의한 영향요인이 아니었다. 이에 

대한 가능한 설명 중 하나로 증상 평가 방법의 차이를 짚을 수 있다. 

자궁근종의 크기나 개수가 증상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들은 자궁근종 

환자의 증상을 과다월경이나 월경통 같이 구체적인 증상으로 세분화하여 

평가하였지만(Wegienka et al, 2003; Foth et al., 2017; David 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증상 심각도 및 건강관련 삶의 질로 통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자궁근종의 특정 증상에는 자궁근종의 크기 및 개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나 통합적 결과에서는 그 영향이 드러나지 

않았을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자의 불안과 우울 양상은 절단점 기준으로 각각 26%, 

13%로 국내 성인 여성 불안장애 11.7%, 주요우울장애 

6.9%(보건복지부, 2017)보다 높게 나타났다. 적용 도구는 다르지만 

자궁근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Wallace 등(2021)의 

연구(EQ-5D로 불안/우울 통합 평가)에서는 중등도 및 중증 

불안/우울의 비율이 26%로 이는 본 연구의 중등도~심도 불안 18.2%, 

중등도~심도 우울 22.1%와 유사한 수치이다. 부인과 질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Glover 등(2002)의 연구(HADS로 평가)에서는 

임상 범위의 불안이 35%, 임상 범위의 우울이 13%로, 본 연구의 

절단점 기준으로 보았을 때 불안의 비율은 본 연구보다 높았고 우울의 

비율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자궁근종 환자들이 높은 수준의 

심리적 고통을 경험한다는 질적 연구들의 결론을 지지하며(Brito et al., 

2014; Ghant et al., 2015), 불안은 관련 증상으로 신체증상을 빈번하게 

보이며, 우울은 다양한 질환의 발생 및 경과에서 중요한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체적 질환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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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김신향 등, 2016; 정수연 등, 2017), 증상을 경험하는 자궁근종 

환자의 불안과 우울이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추후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 불안과 우울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것은 동일한 

도구를 적용한 유영미와 정우정(2020)의 연구에서도 불안과 우울의 

상관관계가 0.83으로 나타나 도구 자체의 문제로 사료된다. 다른 연구 

도구를 적용한 연구에서 불안과 우울의 상관관계는 0.42~0.68로 분석 

시 공선성 문제가 없다고 나타나(김금순 등, 2013; 박시내 등, 2007; 

석윤희, 2017; 이은, 김금순, 2014; 임용준, 2016),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적용한 한국형 한국형 불안·우울 장애 선별도구 외의 연구 

도구를 적용하여 조사한다면 자궁근종 환자의 불안·우울 수준 및 그 

관계와 증상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불안과 우울 변수의 다중공선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울 

변수를 제거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불안 변수를 선택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자궁근종 치료를 받는 여성의 불안과 우울을 

통합적으로 측정한 연구에서 이들이 호소한 자궁근종 관련 증상은 

불안하거나 우울하다고 보고한 여성에서 더 심각하였고 치료 후 1년의 

추적조사에서 증상의 개선과 함께 불안과 우울의 유병률이 대부분의 

여성에서 감소함을 보여주었다(Wallace et al., 2022). 한편, Cagnacci, 

Della Vecchia 와 Xholli(2019)가 자궁근종과 만성 골반통을 경험하는 

부인과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전후 불안과 우울을 개별적으로 평가한 

결과, 치료 후 통증 점수와 불안 점수는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 우울 

점수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이와 유사하게 자궁내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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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서도 불안이 환자가 자각하는 통증의 강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성이 있었다(Sepulcri Rde & do Amaral, 2009). 이는 자궁근종 

진단 자체가 어느 정도의 불안감을 유발하며 이전에 증상을 보고하지 

않던 여성들이 진단 후 증상을 자궁근종으로 인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Divakar, 2008). 또한 자궁근종의 진단 후 환자들은 

양성 질환이라는 안도감을 느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궁근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여전히 불안해하고(Ghant et al., 

2015), 특히 악성종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80%의 여성들이 

자궁절제술을 받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도 있다(Gallicchio, Harvey, & 

Kjerulff, 2005). 뿐만 아니라 자긍근종 증상과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골반통과 과다출혈, 예측할 수 없는 월경 개시로 인해 

여성들이 불안을 경험함을 보고한 바 있다(Brito et al., 2014; Spies et 

al., 2002).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보았을 때 자궁근종의 증상은 예측 

불가능이라는 특성을 가지며 그 경과는 불확실성을 동반한다는 점과 본 

연구의 대상자가 수술 전 자궁근종 환자인 점을 바탕으로 심리적 요인인 

불안, 우울 변수 중 대상자의 증상경험과 더 밀접한 변수는 불안이라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총점 평균은 43.56점이었고 하위 

영역의 평균 점수는 가족 지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총점은 국내 요실금이 있는 중년 기혼 여성(염영란, 김애경, 2021), 

폐암 환자(김금순 등, 2017), 췌장암 환자(김유진, 2017)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유사하여(41.58~45.87점), 자궁근종 여성이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 수준이 다른 질병 대상들에 비해 특별히 높거나 낮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총점은 증상 심각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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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련 삶의 질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하위 영역으로 

구분한 경우, 가족 지지는 건강관련 삶의 질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r=.31, p=.007). 선행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대상자의 안녕상태를 도와주는 요인으로 증상에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낸다(염영란, 김애경, 2021).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하위 

영역 중 가족지지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점과 가족지지와 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증상이 있는 자궁근종 

여성에서 상황적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 중 가족 지지에 보다 중점을 

두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사회적, 물리적 환경 요인이자 상황적 

요인의 통제변인으로서 혼인상태 및 미성년 자녀의 수, 추후 임신을 

통한 가족계획 여부, 직업, 교육, 경제 상태 등을 조사하였으나 이들 

요소에 따른 역할 과부하나 증상경험의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역할 

과부하와 건강관련 삶의 질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역할 자체의 

수보다는 다중역할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이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증상과도 상호 관련이 있다는 선행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Facione, 1994; Mustafa et al., 2012). 자궁근종 증상으로 

인한 건강관련 삶의 질이 악화된 환자들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것이며 자궁근종 

증상경험이 역할 과부하를 증대시키고 있거나 역할 과부하에 의해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Gignac 등(2012)은 환자들이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더라도 고용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며, 다른 한편으로 역할 

과부하가 결국 역할 상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궁근종으로 인한 사회적 역할 수행의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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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Brito et al., 2014; Borah et al., 2013; 

Millien et al., 2021), 본 연구 대상이 사회적 활동을 활발히 하는 

생식연령 여성임을 고려할 때 증상경험의 과정에서 사회적 요구에 

대처하는 대상자의 지지 체계와 간호 요구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불쾌증상이론에서는 생리적 요인, 심리적 요인, 상황적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다양한 증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도 

세 영역의 요인들 간의 일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요인인 불안과 우울이 높을수록 상황적 요인인 사회적 지지는 

낮고, 역할 과부하는 높았는데 이러한 관계는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지지되었다(Glynn et al., 2009; Wondimagegnehu, Abebe, Abraha, & 

Teferra, 2019; 김효진 등, 2014; 유영미, 정우정, 2020). 생리적 

요인인 연령이 높을수록 역할 과부하는 낮게 나타난 결과는 

Thiagarajan 등(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고, Thiagarajan 

등(2006)은 나이가 들수록 상충되는 요구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고, 

역할 과부하를 덜 지각한다고 설명하였다. 자궁근종이 다발성인 경우 

역할 과부하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다발성인 경우 연령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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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안과 혈색소 수치가 자궁근종 환자의 증상경험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결과, 수술 전 자궁근종으로 인한 증상경험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특성은 여성의 불안 수준이었다. 따라서 불안에 대한 

중재가 자궁근종 환자의 증상경험 관리에 매우 중요한 전략으로 

여겨진다. 이에 자궁근종 환자의 불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해보고 

증상관리에 있어 어떠한 제안점이 있을 지 살펴보고자 한다. 

 Knudsen, Richter, Kentenich, Sehouli와 David(2020)의 

연구에서 자궁근종이 있는 여성들은 일반 성인보다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이 유의하게 높았고, 자궁근종과 관련된 지식수준, 유병 기간은 

불안 점수와 관련이 없었으나 자궁근종과 관련된 두려움과 우려가 

높을수록 상태불안 및 특성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상태불안 

점수는 진단된 자궁근종이 양성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임을 보여주고, 높은 특성불안 점수는 

자궁근종 환자의 불안 유병률이 더 높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Nazarinasab, Motamedfar, Ahmadzadeh와 Seyedhoseini(2021)의 

연구에서 자궁근종절제술 그룹의 수술 전 불안 정도가 자궁동맥색전술 

그룹에 비해 더 높았고, 수술 전 불안이 높은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입원기간이 길고, 더 높은 통증 점수를 보고하였다. 

자궁근종 환자의 수술 전 불안과 수술 후 통증의 양적 상관관계는 

Zhang, Xu, Sang, Yu와 Shi(2022)의 연구 및 Carr, Brockbank, 

Allen과 Strike(2006)의 연구에서도 지지되었다.  

본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의 결과는 자궁근종 환자의 증상경험 

관리와 더불어 치료 후 회복을 증진하기 위해 치료 전 개별화된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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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과 정서적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특히 자궁근종과 관련된 

두려움과 우려가 불안과 관련이 있다는 Knudsen 등(2020)의 

연구결과는 임상에서 자궁근종 환자들이 가지는 구체적인 걱정과 

두려움에 대한 사정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숙고하게 한다. 앞서 

고찰했던 바와 같이 자궁근종의 치료에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며 각 

대상자들은 다양한 상황적 맥락에서 자궁근종과 관련된 증상을 경험하고, 

치료법을 선택한다. 이때 임상에서는 치료 선택지에 대한 설명을 넘어 

각 자궁근종 환자의 기저 불안 수준을 사정하여 높은 불안을 보이는 

대상자에게 불안 완화 중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환자들이 

갖는 개별화되고 구체적인 자궁근종 관련 우려를 파악하여 올바른 

설명을 제공한다면 대상자의 불안 수준을 낮추어 결과적으로 증상 

심각도를 감소시키고 자궁근종 관련 삶의 질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혈색소 수치는 두 번째 중요한 증상경험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임상적으로 자궁의 모든 유형의 근종은 자궁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종종 과다월경출혈의 원인으로 간주된다(Puri et al., 

2014). 그리고 폐경 전 여성에서 월경 출혈은 철 결핍성 빈혈의 가장 

흔한 원인이고, 혈색소 수치는 모든 집단 수준에서 빈혈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표이다(WHO, 2008). 빈혈의 전형적인 증상은 쇠약, 피로, 

과민성, 탈모, 집중력 및 업무성과 저하 등으로 여성의 건강과 웰빙을 

손상시킨다. 그러나 만성 실혈의 경우 신체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철분 

수치에 적응하게 되면서 쉽게 간과될 수 있다(Percy, Mansour, & 

Fraser, 2017). 이에 여성의 빈혈 원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은 부작용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하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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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Chen, Wu, & Shen, 2018).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자궁근종 

환자의 수술 전 혈색소 수치는 낮고 빈혈 비율은 높으며, 혈색소 수치가 

증상경험에 유의한 생리적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점은 수술요법을 

결정하기까지의 자궁근종 환자의 치료적 경험에서 혈색소 수치의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는 것이 자궁근종 증상관리 완화의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환 기간에 대한 자료는 수집되지 

않았고, 수술 전 한 시점의 혈색소 수치만을 분석하여 빈혈의 악화와 

호전에 따른 증상경험의 차이는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주기적 혈색소 수치 정보를 활용한다면 증상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복합적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수술 전 내과적 치료가 자궁근종 여성의 혈색소 수치를 

증가시킨다는 것에 대한 다양한 증거들이 있다(Gupta, Jamwal, 

Sabharwal, & Sobti, 2020; Lethaby et al., 2017). 그러나 이러한 

치료법에 앞서 간호학적 시사점은 자궁근종으로 인한 증상경험과 혈색소 

수치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궁근종 환자를 사정하고, 

적절한 정보 및 교육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상자에게 빈혈의 병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며, 피로를 

포함한 가능한 증상을 교육함으로써 신체 활동 및 휴식의 균형을 찾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생활습관 변화 및 식이 교육, 철분 제제가 필요한 

경우 투약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Coyer & Lash, 2008). 이에 혈색소 

수치가 증상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혈색소 수치가 저하된 

자궁근종 환자에서의 다양한 간호 중재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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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불쾌증상이론에서는 증상경험은 생리적, 심리적, 상황적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하나 본 연구에서 상황적 

요인은 자궁근종 환자의 증상경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쾌증상이론을 적용하여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김금순 등, 2013),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김효진 등, 

2014),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한은경, 2018)와 동일한 

결과였다. 그러나 만성 불면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한은경, 김선아, 

윤인영(2019)의 연구에서는 세 요인 모두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대상자의 증상경험을 이해하는데 있어 생리적, 심리적, 상황적 

요인 중 유의미한 상황적 요인을 식별하는 것이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비록 본 연구에서 회귀분석 결과 사회적 지지와 역할 과부하는 증상경험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가족 지지 및 역할 과부하와 

증상경험과의 유의한 상관관계는 이들 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탐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추후 연구에서 자궁근종 환자의 

증상경험과 밀접한 상황적 요인을 식별하여 적용한다면 불쾌증상이론을 

기반으로 한 대상자의 증상관리 간호에 보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결과의 일반화를 제한하는 

비교적 작은 표본 크기로 사회적 지지와 역할 과부하 같은 상황적 

요인의 증상경험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력을 확인하는데 표본 크기가 

충분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생리적 및 

심리적 요인이 증상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제한점은 본 연구에서 적용된 도구들의 타당도 문제이다. 

한국형 우울·불안장애 선별도구는 문항의 특성, 내적 구조, 다른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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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반응, 결과 등에 기반하여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나(최기홍 등, 2019), 

본 연구 및 유영미와 정우정(2020)의 연구에서 불안과 우울 변수 간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해당 도구를 적용한 연구들이 아직 부족하여 

내용 및 구성 타당도 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증거들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역할 과부하 척도와 국문 번역된 UFS-QoL을 수정·보완한 

도구는 국내에서 표준화된 것이 아니고 외국의 도구를 번역하여 적용한 

것으로 타당도 검증이 수반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생리적 요인 중 자궁근종 크기와 개수 자료는 각각 

수집되었고, 또한 개수 자료는 수술 및 병리기록에서 제공하는 내용의 

한계상 단일/다발성 근종으로만 구분하여 복부 돌출, 장 또는 방광 기능 

장애, 조기 포만감 등을 포함하는 ‘Bulk symptoms’(De La Cruz & 

Buchanan, 2017)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을 수 

있다. 이에 단일 및 다발 근종의 부피 정보가 수집 가능하였다면 

증상경험에 대한 보다 유의미한 생리적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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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자궁근종은 생식연령 여성의 주요 양성 질환 중 하나로, 그 증상은 

여성의 신체, 심리, 사회적 기능을 감소시켜 삶의 질을 저하한다. 이에 

본 연구는 불쾌증상이론을 기반으로 자궁근종 치료의 최종적 선택이라 

할 수 있는 외과적 수술요법을 앞두고 있는 자궁근종 환자를 대상으로 

증상경험의 정도와 증상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생리적·심리적·상황적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자궁근종 여성의 효과적인 증상 관리를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 증상경험을 동반하는 치료 과정에 필요한 간호 중재 

개발에 기여하고자 시도되었다. 

자궁근종 수술을 위하여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26세~52세 자궁근종 여성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연구 대상자의 가장 큰 근종의 크기는 1.5cm에서 30cm까지 

다양하며, 다발성의 비율이 높았고, 혈색소 수치를 기준으로 한 빈혈의 

유병률 또한 높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자궁근종에 특화된 도구인 

UFS-QoL을 적용하여 증상경험을 측정하여 국내외 연구들과 

비교해보았고, 불안과 우울이라는 심리적 요인, 사회적 지지와 역할 

과부하라는 상황적 요인에 대한 수준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자궁근종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증상경험에 관한 국내 연구는 거의 없고, 이를 

생리적·심리적·상황적 요인과 통합적으로 연관 지어 설명한 연구 또한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자궁근종 환자의 증상경험과 생리적·심리적· 

상황적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 증상경험과 생리적·심리적·상황적 요인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생리적·심리적·상황적 요인은 대상자의 



62 

증상 심각도의 20.8%(수정계수 12.8%)를, 건강관련 삶의 질의 

44.4%(수정계수 38.7%) 설명하여 개인의 내·외적 요소에 의해 보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설명력이 증상 심각도에 

비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증상경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심리적 요인인 불안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생리적 요인인 혈색소 

수치가 영향을 미쳤다. 즉, 자궁근종 환자의 불안이 증가할수록, 혈색소 

수치가 저하될수록 증상 심각도는 증가하고 자궁근종 증상 관련 삶의 

질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불쾌증상이론을 토대로 자궁근종 여성의 

증상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복합적 이해를 제공하며, 특히 

증상관리를 위해서는 불안과 같은 심리적 요인과 생리적 상태를 

반영하는 혈색소 수치의 사정과 함께 이에 대한 간호 중재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결정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횡단적 연구로, 한 시점이 아닌 종단적 유병과정에서의 

증상경험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다기관 기반으로 

다양한 치료 단계의 자궁근종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다면 증상 

관리를 위해 각 단계별로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간호 요구를 파악하여 

대상자 맞춤형 중재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궁근종 증상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생리적 요인에 있어서는 이환 기간과 과거 

내·외과적 치료력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심리적 요인에 있어서는 

보다 변별력 있는 불안·우울 도구를 적용하거나 자궁근종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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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경험과 밀접하며 심리적 상태를 더 잘 대변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상황적 요인과 관련해서는 보다 유의한 요인의 

탐색이 필요하며 가족 지지에 초점을 둔 연구나 역할 과부하 외의 

사회적 역할 관련 요인을 적용한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자궁근종 환자의 생리적·심리적· 

상황적 요인을 반영한 증상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이때, 자궁근종 여성의 근종 관련 구체적인 

우려를 확인하고 이를 나눌 수 있는 자조그룹 연구나 혈색소 수치 

관리를 위한 식이, 활동, 투약 교육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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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valence of uterine myoma, the most common benign 

tumors in women, is increasing in Korea, and accompanying 

symptoms act as a factor in imparing the quality of life. Since the 

majority of women with uterine myoma are in reproductive age, the 

need for symptom management research is increasing considering 

the social loss that may occur due to symptom experience, but 

studies on symptom experience and related factors in patients with 

uterine myoma in Korea have been insufficient. Thu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degree of symptom experience (symptom 

severity,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nd the factors influe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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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tom experience in patients who are about to undergo uterine 

myoma surgical treatment, which is a definitive treatment of uterine 

myoma, an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nursing interventions 

for symptom management in patients with uterine myoma.  

This was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correlation study with 77 

patients admitted for uterine myoma surgery at a medical center. 

Data were collect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medical 

records from January 25 to April 3, 2022. 

In addition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age, size 

and number of myomas, and hemoglobin level information were 

collected as physiological factors according to the theory of 

unpleasant symptoms. Anxiety and depression were evaluated as 

psychological factors, and social support and role overload were 

evaluated as situational factors. Symptom experience was assessed 

using the Uterine Fibroid Symptom and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F-test(ANOVA), Pearson’s coefficient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program.  

The results are as follow.  

1. The mean age of the subjects was 41.7 ± 6.9 years. Most of 

them attended and graduated from college, and there were more than 

half of those who had jobs and those who were married, respectively. 

The mean of the largest myoma size was 7.91 ± 5.15 cm, and the 

number of myomas was higher in multiple cases (66.2%) tha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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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 cases (33.8%). 

2. The mean symptom severity was 55.72 ± 22.13, and the mea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was 56.55 ± 25.14.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degree of symptom experi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3. The mean anxiety was 11.85 ± 9.26, the mean depression was 

8.91 ± 9.05, the mean social support was 43.56 ± 8.57, and the 

mean role overload was 18.38 ± 4.17. 

4. Hemoglobin levels, anxiety, and depression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symptom severity, and hemoglobin levels, anxiety, 

depression, and role overload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There were also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physiological, psychological, and situational 

factors. 

5. Factors influencing the subject's symptom experience were 

anxiety as a psychological factor, and hemoglobin level as a 

physiological factor.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more anxiety, and the lower the 

hemoglobin levels in patients with uterine myoma, the symptom 

severity increased and the quality of life related to uterine myoma 

symptoms decreased. Therefore, in order to manage uterine myoma 

symptoms, a nursing intervention approach is needed along with the 

assess of psychological factors such as anxiety and hemoglo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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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s that reflect physiological conditions.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 basic data on symptom experience and related factors of 

patients with uterine myoma in Korea, and it seems that it can help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the symptom experience of women 

with uterine myoma. 

 

Keywords : uterine myoma, symptom experience,  

theory of unpleasant symptoms, anxiety, hemoglo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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