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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oncept seogueulpeum, in order to give a operational definition
of middle-aged women's seogueulpeum. Methods: Walker and Avant's methods for concept analysis was used.
Results: The defining attributes of seogueulpeum identified in this study were 1) time, 2) negativity, 3) vagueness,
4) passivity, 5) individuality. The antecedents of seogueulpeum were 1) a problematic condition, 2) past event,
experiences for the problematic condition, and 3) interaction between the problematic condition and past event,
experiences. The consequences of seogueulpeum included 1) to get worse for the problematic condition, 2) passive
or active management for the problematic condition. Conclusion: Although further studies are required to refine the
diverse attributes of the concept of seogueulpeum, according to this concept analysis of seogueulpeum, this study
contribute to explain psychological health of middle-aged women. In addition to develop the adequate interventions
decreasing seogueulpeum with aging in women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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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자녀세대에 대한 부모역할과, 의존성이 증가하는 노부모에
대한 성인자녀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연령층으로

1. 연구의 필요성

(Han, Lee, Ok, Ryff, & Marks, 2002), 많은 역할 부담 속에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년기는 청년과 노년의 중간시기이다(Shin, 2006). 학

그러한 상황에서 중년여성은 흔히 정서적 문제를 함께 경

자들간에는 중년기에 경험하는 변화를, 누구나 보편적으로

험하게 되는데, Kim (2000)은 분노, 우울, 불안, 무기력, 소

경험하는 정상적 발달과정 으로 또는 적극적 대처가 요구

외감, 좌절, 짜증, 긴장, 신경과민, 흥분, 안달감, 초조, 집중

되는 위기 로 보기도 한다(Park & Choi, 2007). 예컨대 중

력 결핍 등을 보고하고 있다. 여기에 또 다른 정서로, 서글픔

년층은 나이가 들면서 내면에서 가꾸어온 아름다움을 더 귀

을 호소한다. Lee (2003)의 연구에서 자신의 몸이 더 이상

중하게 여기게 되고, 지혜의 왕성함에 더 가치를 두며, 보다

마음먹은 대로 움직여주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 서글픔을

깊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정돈되고 안

느끼게 된다고 하였고, 이러한 서글픔은 갱년기가 되면서

정되며 깊어지기도 하지만(Shin et al., 2002), 일터에서는

몸이 쇠잔해지고, 더불어 나이가 들어 의욕도 없고 자신감

활동적인 생산인구로서 자녀세대와 노인인구의 경제적 부

도 없어져 정신적으로 위축되면서 경험하게 되는 상실감에

양을 책임지고 있으며, 가족단위에서도 아직 독립하지 않은

서 기인된다고 하였다. 슬픔(grief)은 서글픔과 유사하게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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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무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부정적인 정서의 하나로, 인

Information Sharing Service)의 학술지 및 잡지, 학위논문

적·생물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어떤 것을 상실했을 때 개

정보검색기능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서글픔 을 주제어로

인이 이 상실과 타협하여 균형을 잡고 극복하려는 적극적이

하여 총 33편을 검색하였으며 초록을 토대로 확인한 결과

며 능동적인 과정이라고 정의된다(Schupp, 2007). 따라서

학위논문 4편, 학술지 4편, 단행본 2편에서 서글픔 이 다루

서글픔은 슬픔과 같이 개인적으로 그 정도를 다르게 경험하

어졌으며, 사지 절단 재접합술 환자와 노인, 중년남성을

는 상실감에서 오는 부정적 정서이지만, 슬픔과는 경험의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서글픔

구체성, 시간성, 대처의 정도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

에 대한 문헌은 단행본 2편이었다. 국외에서는 PubMed로

여진다. 슬픔의 과정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신체적

woman's sadness 을 검색하였을 때 총 10편을 검색하였으

문제 출현과 함께 불신, 분노,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적 이

며, 그 중 middle aged woman's sadness 는 3편이 검색되

상 현상이 초래되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고 하여

어 분석에 사용되었다.

(Browing, 1995),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재방안 개발에

Walker와 Avant (2005)는 Wilson (1963)의 개념분석 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유사개념이면서, 중년여성이

정 열 한 단계를 여덟 단계로 수정하고 단순화 하였다. 그 단

흔히 경험하는 서글픔에 대하여서는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

계는 1) 개념선정, 2) 분석의 목적결정, 3) 개념의 사용범위

의조차 내려지지 않아 서글픔의 측정도 어려우므로, 서글픔

확인, 4) 개념의 속성결정, 5) 모델사례제시, 6) 추가사례확

의 개념분석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겠다.

인: 유사사례, 관련사례, 반대사례제시, 7) 선행요인과 결과

중년기 발달에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는 작업은 노인인구
의 성공적 노화를 위한 투자의 성격을 가지며,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 된다
(Han et al., 2002). 이에 본 연구에서는 Walker와 Avant

확인, 8) 경험적 준거의 정의이다(cited in Oh, Lee, Lee,
Yim, & Jo, 2008).
따라서 본 연구자는 Walker와 Avant (2005)의 방법을 사
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개념분석을 하였다.

(2005)의 개념분석과정을 통해 중년여성의 서글픔에 대한

 개념을 선정한다.

개념의 속성을 파악하여 조작적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자 한

 개념분석의 목적을 결정한다.

다. 또한 앞으로 서글픔을 측정하고, 서글픔을 가진 중년여

 개념의 사용범위를 규명한다.

성을 위한 중재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개념의 속성을 규명한다.

한다.

 개념의 모델사례를 제시한다.
 개념의 추가사례를 제시한다: 유사사례, 관련사례, 반

2. 연구목적

대사례를 제시한다.
 개념의 선행요인과 결과를 확인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중년여성의 서글픔에 대한

 개념의 경험적 준거를 정의한다.

개념의 속성을 파악하여 조작적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
함이다.

연구결과
연구방법

1. 서글픔 개념의 선정

중년여성의 서글픔 개념의 정의 및 용어의 일반적 쓰임을

먼저, Walker와 Avant (2005)는 개념선정의 단계에서 개

확인하기 위해 용어가 사용된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헌을

념분석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평소 관심 영역에서, 실무와

고찰하였다.

관련되어 있거나 평소에 혼란을 주었던 개념을 선정하는 것

우선 중년여성의 서글픔의 정의와 개념적 특성에 관심을

이 좋다고 하였고, 일반적으로는 개념은 관심영역이나 주제

두고 본질적인 의미를 고찰하였다. 사전적인 의미는 네이

를 가장 잘 반영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하고 자신에게 가

버사전(Naver Korean, English Dictionary)을 통하여 살펴

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개념을 선택하라고 하였다(Oh

보았고, 국내 논문은 한국학술정보(Korean studies Infor-

et al., 2008).

mation Service System) 및 학술연구정보서비스(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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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본 연구자가 운동을 즐기던 중 만난 중년여성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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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정서적, 사회문화적으로 점점 위축되면서 다양한

슬프다 , 섭섭하고 언짢다 (Naver Korean Dictionary)를

정서적 경험들을 표현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중년

뜻한다. 서글프다 는 서글픈 계절 과 손자를 보내는 할

여성의 건강문제에 관한 문헌들에서 서글픔 개념을 도출하

머니의 표정은 못내 서글퍼 보였다 의 예문으로 그 의미를

였다.

알 수 있다. 서글프다 는 영어로(be) lonesome, lonely,

중년여성이 경험하는 서글픔은 슬픔과 같이 개인적으로

forlorn, sad, sorrowful, melancholy 등으로 표현된다(Naver

그 정도를 다르게 경험하는 상실감에서 오는 부정적 정서이

English Dictionary). 먼저 lonesome은 외로운, 허전한, 장

지만, 슬픔과는 달리 경험의 구체성, 시간성, 대처의 정도 등

소가 인적이 드문, 외진 의 뜻으로 사용되며, lonely는 외

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슬픔에 대하여서는 조

로운, 쓸쓸한, 상황 ․ 시기가 외로운, 쓸쓸한(혼자 있는 ․ 보

작적 정의를 내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재방안 개발

내는), 장소가 인적이 드문 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유사개념인 서글픔에 대하

Forlorn은 사람이 쓸쓸해 보이는, 장소가 황량한, 버려진,

여서는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조차 내려있지 않아 그 의

허망한 뜻으로, sad는 슬픈(사람이 슬퍼하는), 애석한,

미가 여전히 모호하여 혼란이 되므로 개념분석을 하고자 하

통탄할, (비격식) 지루한, 재미없는; 후줄그레한, 상태가

였다.

안 좋은 의 뜻으로 사용된다. Sorrowful은 (아주) 슬픈 의
뜻으로, melancholy는 (장기적이고 흔히 이유를 알 수 없

2. 서글픔 개념분석의 목적

는) 우울감(비애), 구슬픈 으로 사용되고 있다(Naver
English Dictionary). 그러나 서글픔은 한국의 특성이 강한

분석의 다음 단계는 목적이나 목표를 결정하는 것이다.

정서적 개념으로서, 영어로 표현하면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

Walker와 Avant (2005)는 분석목적을 반영해서 선택한 개

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여겨져 본 연구에서는 서글픔을

념의 구체적인 사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고, 개념분석의

seogueulpeum 으로 그대로 사용하였다. 사전을 통해서

목적은 개념의 일상적이고 평범하게 사용하는 언어와 동일

본 서글픔은 외롭고도 쓸쓸하며 허전한 감정상태를 뜻하

한 개념이지만 학문적으로 사용될 때의 구별, 기존하는 개

는 것으로 보여진다.

념의 의미를 분명히 하는 것, 조작적 정의의 개발, 기존 이론

위에서 기술한 서글픔 개념에 대해 간호학 분야에서의 사

을 보완하기 위해서 등이라고 하였다. 다른 가능한 목적도

용을 살펴보면, 막연하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부정하고 싶

있지만, 분석의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분석하는 과정 중에

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지게 되는 부정적 정서로 보여진다.

목적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하였다(Oh et

먼저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한 Lee (2003)의 연구에서, 남성

al., 2008).

의 갱년기 경험에 대한 중심현상으로 서글픔이 나왔으며,

본 연구의 목적은 Walker와 Avant (2005)의 개념분석과

이들은 신체적으로 자신의 몸이 약해지고, 정서적으로는 나

정을 통해 중년여성의 서글픔에 대한 개념의 속성을 파악하

이가 들어 의욕도 없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더 늙어 노

여 조작적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인의 몸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에 크게 움츠러들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위축은 상실감으로 표현되고 결국

3. 서글픔 개념의 사용범위

심한 서글픔을 느끼게 한다고 하였다. 또한 Cho (1998)의
연구에서 중년남성의 몸의 변화에 대한 주제 의미로 거짓

다음 단계는 사전, 보고서, 동료, 활용 가능한 문헌들을

청춘을 과시해야 하는 서글픔을 느낀다고 하였다. 연구참

이용하여 분석하려고 하는 개념의 사용범위를 확인하는 것

여자는 나이가 들어가는 몸의 변화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

이다. Walker와 Avant (2005)는 개념의 본질적 특성을 이

아들이거나 안타까운 감정을 느끼지만 사회생활을 하는데

해하는데 선입견이 개입될 수도 있으므로 간호나 의학 관련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것은 곧 무능함이나 퇴직을 의미함으

문헌으로만 제한해서 검색해서는 안된다고 하였고, 이 같은

로 애써 자신을 가꾸려고 하고 자신을 더 젊게 보이려고 하

광범위한 문헌고찰은 개념의 속성에 대한 최종 선택을 지지

는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 했고, 몇 카락 없는 머리칼, 이제는

하거나 타당화를 도와준다고 하였다(Oh et al., 2008).

새치라고 치부할 수 없는 백발이 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

먼저, 사전을 통하여 살펴보면, 서글픔 은 서글프다 의

며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형용사에서 파생된 명사로, 서글프다 는 쓸쓸하고 외로워

Choi (2000)의 연구에서는 사지 절단 재접합술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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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에서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는 주제로 서글픔을 느낀다

변기를 물그릇이나 세숫대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여인들은

고 하였고, 밥 먹다가 아무 이유없이 눈물이 흘러... , 아

오줌으로 세수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함으로써 역사

이들이 외계인 손가락이라고 소리지르며 좋아하지만, 그때

속의 일본에 대한 분노와 함께 서글픔 을 느끼게 된다고 하

마다 서글픈 생각이 들어요 ,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

였다. Ko (2006)는 케냐 선교체험기에서 보랏빛 서글픔 이

나 서글프죠 , 저도 눈물이 나오더라구요. 그냥 제 처지가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케냐의 나라꽃인 자카란다 나무가

슬펐어요 , 그때부터 줄곧 울기만 했어요 라는 의미있는

은은한 향기 가득한 보랏빛 꽃을 피우며 첫눈처럼 찬란히 누

진술을 제시하였다.

리를 덮기 시작하는데, 화려한 꽃과는 반대로 그곳 사람들은

Kim (2010)은 요양보호사들의 가슴 밑바닥에서 차오르

아름다운 대자연의 모습에 관심도 흥미도 없고, 전혀 상관없

는 서글픔을 도출하였는데, 이것은 사회적 인식의 부족에서

는 머나먼 나라의 일인 듯 무관심하게 지내는 것과, 그들의

오는 모멸감의 경험으로서, 요양보호사들이 재가요양기관

가난과 배고픔은 아름다운 대자연에 눈을 돌릴 수조차 없을

에서 근무하며 노인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

만큼 도를 지나쳤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들을 향한 안타까

공하고 있으나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여

움을 보랏빛 서글픔 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Shin (2007)은

노인 케어를 담당하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로 인정해 주기

「삼국지연의」가 가공의 소설임에도 적벽대전을 마치 역사

보다는 국가가 보내준 파출부로 여기거나 주변에서도 가사

적 사실로 인식하면서도 우리의 역사속에 나오는 10만의 한

도우미로 바라보는 시선에 서글픔을 느끼고 있었다.

나라 군사를 한 필도 살려주지 않고 몰살시킨 고구려 명립답

다른 학문분야에서 사용된 서글픔 개념 사용을 살펴보
면, 서글픔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하고 싶고, 문제상황에

부의 좌원대첩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
는 현실을 보면 안타깝고 못내 서글프다고 하였다.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부정적 정서로 여겨진다. 우

국외의 연구에서는 서글픔의 사용을 sadness로 하여 찾

선 Jang (2009)은 이상은의 시와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하면

았을 때, Thomas (2003)의 9 ․ 11 테러에 대한 미국 중년여

서, 서글픔을 사용하였다. 늘 무엇인가에 쫓기면서 너무나

성의 반응연구에서 응답자의 61%가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마음의 여유를 기원하면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나타나는 증상으로 공포(fear), 서

서, 봄날 새벽에 보는 앵두꽃, 저녁 무렵에 언덕에서 바라보

글픔(sadness), 화(anger), 무력감(powerlessness), 불신

는 황혼의 모습, 늦은 가을 들국화를 보며 느끼는 각 시인의

(distrust), 불면증(vigilance)을 호소한다고 하면서, 서글픔

서글픔을 설명하였다.

(sadness)을 사용하였다. Plach, Napholz, & Kelber (2003)

Kim (2008)은 힘센 국가들의 위세에 밀려서, 그들의 선

은 초기중년, 중년, 노년여성들 간의 심장수술 후 회복과 관

한 의지 외에는 의지할 다른 것을 갖고 있지 않은 약한 국가

련된 우울연구에서 초기중년그룹은 40~55세, 중년그룹은

들의 비애가 여전하다고 하였다. 다른 국가나 타인이 우리

56~65세, 노년그룹은 66세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우울의 정

의 일을 자신들의 일처럼, 알아서 철저하게 잘 해줄 것이

서적인 구성요소 3가지를 서글픔(sadness), 우울함(depres-

라는 천진난만한 믿음은, 그들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다

sion), 울적함(blue)의 빈도로 미루어 짐작하면서 서글픔

를 때 여지없이 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목적이 각기 달라

(sadness)을 사용하였다.

믿을 수 없는 타인의 선의에 의지한다는 것이 서글프다라고

앞서 설명된 서글픔은 유사개념인 슬픔과 구별될 필요가

하였다. Kim (1993)은 분노와 서글픔이 함께하는 일그러진

있다. 서글픔과 유사한 개념으로 슬픔이 있으며, 슬픔은 슬

대한관(對韓觀)에서, <조선시사>를 쓴 청일전쟁을 취재

프다 의 형용사에서 파생된 명사로, 이를 네이버 국어사전

하기 위하여 한국에 온 마이니치신문 특파원인 사쿠라이는

(Naver Korean Dictionary)에서 원통한 일을 겪거나 불쌍

한국의 지배계층이나 일반국민 모두를 게으르고 더럽고 무

한 일을 보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다 로 정의된다. 슬픔

질서하며 무능한 집단으로 부각시킴으로써 한국을 모르는

(grief)은 임상실무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부정적인 정서의

대다수의 일본인에게 한국에 대한 우월감과 멸시감을 심어

하나로, 인적 ․ 생물적 ․ 사회적으로 중요한 어떤 것을 상실

주어, 일본인의 한국지배 욕구를 충동질했다고 할 수 있다

했을 때 개인이 이 상실과 타협하여 균형을 잡고 극복하려

고 하였다. 예컨대 여인들이 우물에서 항아리에 물을 퍼서

는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과정이다(Schupp, 2003).

이고 가는 모습을 오줌을 퍼 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고, 한

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하여, 서글픔은 시간이 지나면서

국인들은 방과 변소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간에서 살고,

부정하고 싶고, 막연하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소극적으로

384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중년여성의 서글픔에 관한 개념분석

대처하는 개별적으로 경험되는 부정적 정서를 뜻하는 것으

인과의 잦은 다툼으로 고통스러워함으로서 갱년기를 실감

로 보여진다.

하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서로 뒤엉켜 진한 서글픔으로
표출된다고 하였다. 또한 Choi (2000)의 연구에서 제시된

4. 서글픔 개념의 속성

밥 먹다가 아무 이유없이 눈물이 흘러... , 저도 눈물이 나
오더라구요. 그냥 제 처지가 슬펐어요 , 그때부터 줄곧 울

다음으로 개념의 속성을 결정하는 것이 개념분석의 핵심
이다. Walker와 Avant (2005)의 연구에서 이는 개념과 가

기만 했어요 라는 의미있는 진술에서 서글픔의 막연한 속
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속성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넷째, 서글픔은 소극적인 특성을 가진다. Lee (2003)의

위해 노력하는 것이며, 개념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통찰력

연구에서 대상자들은 갱년기를 인정 안 함 , 잊어버리려

을 갖게 해 준다고 하였다. 찾을 수 있는 한 모든 사례를 전

고 노력함 , 생각을 안 함 , 핑계를 댐 , 대인관계 위축

부 검토하고 난 후, 반복해서 나타나는 개념들의 특징을 기

됨 , 부부관계를 피함 , 주저함 등을 보였는데, 이는 서

록하며, 이 특징들의 목록을 특성이나 속성이라고 한다고

글픔의 소극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하였다(Oh et al., 2008).
문헌을 통해 살펴 본 서글픔은 시간성, 부정성, 막연함,
소극성, 개인성의 속성을 지니고 있었다.

다섯째, 서글픔은 개인이 처한 신체적, 사회문화적, 경제
적, 정신적 환경이나 경험에 의해 정도의 차이를 가지므로,
개인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Park과 Kim

먼저, 서글픔은 생물학적인 발달과정인 노화과정 중 경

(2010)의 연구에서와 같이 대상자의 폐경기 적응과 양생실

험되는 시간성을 가지고 있다. Shin 등(2002)의 연구에서

천정도에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대상자의

중년여성은 일상 속에서는 자신의 늙음을 인식하지 못하다

폐경기 적응수준이 고졸 이상인 경우와 수입이 적당하거나

가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문득 여러 자극을 통해서 늙어 가

충분한 경우 더 높게 나타났다. 양생은 대졸 이상인 경우와

는 자신을 발견한다고 했다. 또한 거울과 사진 속의 자기 자

전업주부나 전일제 직장여성, 그리고 수입이 충분한 경우에

신의 모습에서 흰머리와 목의 주름, 아랫배의 살, 벌이진 치

실천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ung (2003)의 연

아 등 노년의 상징을 바라보거나 남편의 늙음 모습, 친구의

구에서는 폐경증상조절을 위해 호르몬 대체요법을 선택하

주름, 커가는 자식들의 모습, 아줌마 라는 호칭이 어느덧

고자 하는 의도에는 여성들의 교육수준, 폐경증상 정도, 그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 등에서 늙었음을 깨닫게 된다고 하

리고 호르몬 대체요법의 이익에 대한 인식이 유의한 영향을

였다. 또한 Eom (2002)의 연구에서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ee (2003)의 연구에서는 대

라 체력이 감소하고, 감각감소와 함께 흰 머리카락과 주름

상자들은 자신의 몸이 예전같지 않음을 느끼면서 서글픔을

이 늘어나며, 검버섯이 생기는 등의 늙은 외모를 확인한다

견뎌내기 위한 새로운 자기매김을 위한 몸부림 을 4가지

고 하였다고 하였듯이 서글픔은 노화과정에서 보이는 시간

로 제시하였다. 먼저 서글픔이 덜 한 것은 순응형/ 이상추구

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형, 포기형/의욕상실형으로, 순응형/ 이상추구형은 성격이

서글픔의 두 번째 속성은 일반적으로 증상이나 감정의 악

긍정적이며, 외향적인 성격으로 서글픔의 정도가 덜하다고

화, 계속된 긴장을 가져와 그 결과가 부정적이라는 데 있다.

하였고, 포기형/의욕상실형도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으

Lee (2003)의 연구에서, 참여자들의 갱년기 발현이 서서히

로 성생활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갱년기 현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자신의 몸의 변화된 사실을 감지하여 상실감을 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서글픔은 덜하다고 하였다. 다음으

낀 경우, 이러한 자신의 몸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스스로 혼

로 서글픔이 더 한 것은 과도행동형/발버둥형, 위축형/실망

자 해결해 보려고 하는 소극적 대응이 두드러지며, 그 기간

형으로, 과도행동형/발버둥형은 선천적으로 체력을 타고나

도 은밀하게 나타나는 특성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하면서 개방적인 성에 대한 사고

못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서글픔의 부정적인 속성을 보여준

방식과 자신의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의 영향으로 인해

다고 하겠다.

갑작스럽게 다가온 갱년기 중심현상에 서글픔의 정도가 더

셋째, 서글픔은 막연하며, 구체적이지 않는 특성이 있다.

하였다고 하였고, 위축형/실망형은 내성적이지만 개방적인

Lee (2003)의 연구에서 자신이 해 왔던 일상의 것들이 새삼

성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갱년기를 맞으면서 서

스럽게 느껴지면서 심하게는 자신이 혐오스러워 지거나 부

글픔의 정도가 더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렇듯이 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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픔 은 성격이나 개인이 처한 환경, 경험에 따라 그 정도가 다

사례이며, 분석중인 개념과 비슷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그

르게 경험된다고 할 수 있어 개인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다. 반대사례(contrary case)
는 분명 그 개념이 아닌 것 에 대한 사례이며, 반대사례는

5. 서글픔의 모델사례(model case)

개념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무엇이 아닌지를 말하는
것이 더 쉽게 때문에 분석가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였

Walker와 Avant (2005)에 의하면 모델사례는 개념의 모

다(Oh et al., 2008).

든 속성들을 나타내는 개념을 사용한 예이다. 즉, 모델사례
는 개념의 단순한 사례나 전형적인 예 또는 개념의 순수한
예가 되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모델사례는 개념의 예로서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것이라고 하였다(Oh et al., 2008).

1) 유사사례(borderline case)
최씨는 김씨와 재혼한지 10년이 지났다. 재혼당시 김씨
는 전 부인과 이혼한 상태였으며, 17살 딸이 있었다. 사춘기

박씨는 43세로 결혼한 지 15년이 지났다. 고아로 자란 박

라 삐뚤어지고, 방황하던 딸을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였다

씨는 내성적이었지만, 억척스럽게 열심히 생활하였고, 결혼

(개인성, 시간성). 그 딸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다(개인성,

하지 못한 시동생과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아이 둘을 키워오

시간성). 그렇지만, 딸은 그동안 친 엄마와 지속적으로 연락

고 있다. 농사일도 많아 집안일만 할 수도 없었다. 집안일을

을 해 오고 있었으며 결혼식장에 친 엄마를 양가부모자리에

서둘러 끝내면 밭에 나가 곡식을 가꾸어야 했다. 뜨거운 태양

모시기를 원하고 있다. 남편 김씨도 딸이 그토록 원하니 그

아래 작업복을 입고 많은 일을 해 내다 보니, 어느덧 곱던 피

렇게 해주고 싶다고 했다. 최씨는 삐뚤어졌던 딸에게 사랑

부는 검고, 주름지고, 거칠며, 몸매는 펑퍼짐해졌다(시간성,

을 주려고 온갖 노력하였는데 결국 이렇게 소외되는구나 하

개인성).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모임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는 생각에 활칵 눈물이 났다(막연함). 하지만, 이런 최씨의

왔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라 예쁘게 단장하고 나가고

마음을 이해했는지 딸이 등 뒤로 살짝 오더니 가만히 안기

싶었으나, 막상 옷을 입으려니 유행지난 옷 밖에 없고, 얼굴

는 것이었다. 최씨도 서운하고 서글펐던 감정을 차분히 이

은 검어서 화장을 해도 오히려 더 이상하고, 반지하나 끼고

야기 하면서 잡고 있던 손으로 서로의 눈물을 닦았다. 남편

나갈 것이 없었다. 왠지 모를 서글픔에 결국 눈물을 흘리고

도 옆에 와서 그동안 고생많았다며, 최씨의 어깨를 감싸 안

말았다(막연함). 결국, 친구에게 전화하여 갑자기 어머님이

았고, 마음을 몰라준 것에 대해 사과했다(긍정성).

편찮으시다고 거짓말을 하고 나가지 않게 되었다(소극적).

상기의 예는 서글픔의 시간성, 개인성, 막연함 속성은

이런 일이 몇 차례 더 있은 후로, 박씨는 점 점 말이 없어지고,

포함하고 있지만 소극성, 부정성 속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

집안일에도 소홀하게 되었으며, 남편과 함께 있는 것 조차 피

는 사례이므로 경계사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하며, 혼자서 술을 마시는 습관이 생겼다(부정적).
상기의 예는 폐경기 여성과 관련된 서글픔의 속성인 시간
성, 부정성, 막연함, 소극성, 개인성을 모두 포함되어 있어
모델사례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관련사례(related case)
조씨는 52세 여자로서, 3년 전 폐경이되었다. 평소 월경
통이 심하였던 그녀는 폐경이 되면서, 월경이 있을 때 규칙
적으로 할 수 없었던 수영, 헬스, 등산 등을 더욱 편안하게

6. 서글픔의 추가 사례

즐길 수 있게 되었으며(적극성), 남편과의 부부관계도 임신
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지면서 만족감도 높아지게 되었다

다음으로 추가사례를 확인한다. Walker와 Avant (2005)

(긍정성).

는 다른 사례들을 검토하는 것은 내적토론의 또 다른 과정

이 사례는 중년여성들이 흔히 폐경이 되면서 부정적인 경

이라고 하였다. 먼저 유사사례(borderline case)는 그 개념

험을 하게 되지만, 그와 다르게 늘 시달렸던 월경통과 피임

의 속성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나 전부 다 포함되어 있지

에서의 부담감에서 벗어나게 되어 더욱 편안하고 즐거운 시

않는 경우이며, 속성의 대부분 또는 모두를 포함할 수도 있

간을 보내고 있는 긍정적인 경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으나 지속시간이나 발생의 강도 등이 본질적으로 다를 수도
있다고 하였다. 관련사례(related case)는 분석중인 개념과
관련 있는 개념의 예지만 속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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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대사례(contrary case)
김씨는 자녀들과 함께 국제수영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중년여성의 서글픔에 관한 개념분석

국제경기가 있는 날이라 고등학교 3학년 아이도 공부방에

는 서글픔 을 느낀다고 하였다.

서 나와 모처럼 TV 앞에 앉았고 온 식구가 오랜만에 다 모였

다음으로 서글픔 의 결과는 서글픔이 다양한 작용/상호

다(현재성). 우리나라 선수가 출전하고 있어 꼭 이기기를 염

작용 전략의 정도에 따라 의도적이거나 자연발생적으로 나

원하며(전체성, 분명함) 두 손 모아 경기를 보고 있다. 붉은

타나는 것으로, 서글픔을 극복하기 위한 소극적 대응과 적

티셔츠를 입고 목청껏 대한민국을 외치고 있다(적극적). 그

극적 대응을 통해 서글픔이 해결된 상태라 할 수 있는데,

러나 장신선수들 틈에 끝내 우리나라 선수들은 고전하고 말

Lee (2003)의 연구에서 참여자가 자기반성과 함께 갱년기

았다. 그러나 경기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끝까지 노력해준

에 초연하고 순응하여 이를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로 생각하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었다(긍정성).

게 되면서 갱년기를 능동적으로 수용 하여 성숙 해지게 되

상기의 예는 시간성, 부정성, 막연함, 소극성, 개인성은

며, 반면에 그 동안의 것이 허무하고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되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서 모델사례를 더욱 명확하게 해

어 포기하고 단념하게 되어 수동적으로 수용 하여 체념 하

주는 반대사례임을 확인 할 수 있다.

게 된다고 하였다. 즉, 서글픔 의 결과는 문제시 되는 증상
이나 상태의 정도에 있어서의 1) 부정적 변화가 뒤따르게 되

7. 서글픔의 선행요인과 결과

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2) 소극적 혹은 적극적 대응을 하
게 된다.

개념분석의 다음 단계는 선행요인과 결과를 확인하는 것
이다. Walker와 Avant (2005)에 의하면 흔히 이 단계는 무

8. 서글픔의 경험적 준거

시되거나 가볍게 다루어지지만 개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
는 사회적 상황을 잘 반영한다고 하며, 이 단계는 또한 속성

개념분석의 마지막 단계는 속성에 대한 경험적 준거를 결

을 다듬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선행요인은 개념의 발

정하는 것이다. Walker와 Avant (2005)는 경험적 준거는

생이전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부수적인 조건들이다. 결과란

어떤 개념이 있거나 발생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실제 현상에

개념의 발생결과로 나타나는 사건이나 부수적인 조건들을

대한 구분이나 범주라고 하였다. 확인된 경험적 준거들은

의미한다고 하였다(Oh et al., 2008).

개념의 이론적 기반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도구개발

우선 서글픔 의 선행요인은 서글픔 의 주체인 1) 문제시

에 매우 유용하며, 새로운 도구의 내용타당도와 구성타당도

되는 증상이나 상태가 있어야 하며, 2) 이전의 사건, 경험이

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한 임상실무자가 대상자에게

있어야 하며 이 두 선행요인은 서글픔 이 생기게 되는 3) 상

그 개념이 존재하는지 결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관찰 가

호작용이 있어야 한다.

능한 현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도 매우 유용하다고

Lee (2003)의 연구에서 갱년기를 경험하는 남성의 경우,

하였다(Oh et al., 2008).

갱년기가 되면서 온 몸에 기운이 떨어지고 외모도 보기 싫

서글픔의 경험적 준거는 문제시되는 증상이나 상태의 변

어지고 집중이 안됨을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남성호르몬

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비교적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이 감소되면서 성생활이 변화되고, 몸을 소홀히 하여 몸이

있다. Kim (1995)에 의하면, 슬픔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망가지고 몸이 마음 같지 않음에 몸의 쇠잔함 과 나이가 들

표현될 수 있는데, 정서적으로 충격, 불신, 무감각, 감정의

어 자신이 늙고 의욕도 없어지고 자신감조차 떨어지며, 업

폭발, 히스테리, 무감동, 죄의식, 분노, 불안정감, 슬픔, 두려

무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몸에 대해서 불안함을

움, 후회, 간절한 생각, 그리움, 안도감, 우울, 외로움, 냉담,

느끼면서 정신적 위축감 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즉 이

극심한 번민, 포기하고 싶은 마음, 의미상실, 비현실감, 절

로 인해 무언가 잃어버린 듯 느끼게 되는 상실감 이 원인이

망, 자살의도, 도피하고픈 열망 등으로 표현된다고 하였다.

되어 남성 갱년기 경험의 중심현상인 서글픔 을 일으킨다

이러한 슬픔의 정서적 측면 중 특히 우울은 사별로 인한 전

고 하였다.

형적인 증상으로, 우울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알

Kim (2010)의 연구에서 요양보호사의 경우 업무범위가

콜, 수면제, 담배 등으로 인해 질병의 이환률이 증가하며 사

모호하여, 밭일, 농사일, 식당일 등도해야 할 때 갈등을 느끼

망률도 증가한다고 하였다(Kim, 1995). 그러므로 서글픔의

고, 어르신들이 아랫사람 대하듯 이것저것 지시할 때 마음

측정도구는 이러한 슬픔에서의 부정적 속성뿐만 아니라, 개

이 상하고, 파출부 취급하는 현실에서 가슴 밑에서 차오르

인성, 시간성, 막연함, 수동적 속성을 포함하는 도구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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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의학 및 간호학 연구에서 서글픔을

둘째, 서글픔 측정도구를 통하여 중년여성들의 서글픔

측정하는 방법은 적절한 중재가 선행된 후 문제시되는 증상

정도를 파악하고, 서글픔 완화를 위한 간호중재를 제공하여

에 대한 연구자의 객관적인 평가 또는 대상자의 주관적인

그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가를 점수화하고 그 차이를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서글픔을 증상의 변화에 있어서의 양적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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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of body.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Choi, Y. S. (2000). Experience of the patience who was

하겠다.

결론 및 제언
중년여성에게 흔한 정서적 경험인 서글픔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한 개념분석을 실시하여 조작적 정의를 규명하고,
이를 통하여 측정도구의 개발과 중년여성의 서글픔 중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Walker와 Avant (2005)의 개
념분석과정으로 서글픔 개념을 분석하였다. 개념분석은 1)
개념선정, 2) 분석의 목적결정, 3) 개념의 사용범위확인, 4)
개념의 속성결정, 5) 모델사례제시, 6) 추가사례확인: 유사
사례, 관련사례, 반대사례제시, 7) 선행요인과 결과확인, 8)
경험적 준거의 정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개념분석의 결과
서글픔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하고 싶고, 막연하고 구체적
이지 않으며,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개별적으로 경험되는 부
정적 정서를 뜻하였다. 서글픔의 속성은 시간성, 부정성, 막
연함, 소극성, 개인성이었으며, 서글픔의 선행요인으로는
1) 문제 시 되는 증상이나 상태가 있어야 하며, 2) 이전의 사
건, 경험이 있어야 하며 이 두 선행요인은 서글픔이 생기게
되는, 3) 상호작용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글픔
의 결과로는 문제시 되는 증상이나 상태의 정도에 있어서의
1) 부정적 변화가 뒤따르게 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2)
소극적 혹은 적극적 대응을 하게 되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따라서 서글픔의 속성인 막연함, 소극성, 개인성을 포함
하여 서글픔을 측정하는 도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서글픔을 정확히 측정하고, 나아가 서글픔을 중재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이루어져야겠다.
이상의 개념분석을 통해 중년기 여성의 서글픔을 이해하
였으며,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서글픔의 속성인 시간성, 부정성, 막연함, 소극성,
개인성을 포함한 서글픔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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