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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는 수용전 치료 프로그램  월경전 후  가진 20  여 들  월경 전 상, 월경에 한 태도 

 지각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알아보았다. 3~4 제 학생 263   21  참가 로 었다. 참가 들
 월경전 후  진단  았고, 수용전 치료집단 7 , 지행동치료집단 7 , 통제집단 7 로 무 할당 었다.

수용전 치료  지행동치료프로그램  주 2회씩 총 10회로 진행 는 도  수용전 치료 집단에  참가  1  

개 사정 로 해  탈락 었다. 프로그램 종료 후 월경 시  시점에 사후 검사가 실시 었고, 약 1달  월경 시
점에 추적 조사가 루어졌다. 그 결과, 월경 전 상  정  수용전 치료집단과 지행동치료집단  통제집

단에 비해 하게  감 었다. 월경에 한 태도는 수용전 치료집단에  통계적 로 하지 않았지만 정

적 로 변화 었고, 지행동치료집단  추적조사에  하게 변화 었다. 지각  스트레스는 수용전 치료 집단  
통제집단과 지행동치료집단보다 하게  감 었고, 그 수  추적조사 지 지 었다. 마지막 로, 본 연

  제한점  후  연 에 한 제언  었다.

주제어 : 월경전 후 , 수용전 치료, 지행동치료, 월경 전 상, 월경에 한 태도, 지각  스트레스

Abstract This study looked into the effects of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ACT) program on the 
premenstrual symptoms, attitudes toward menstruation and perceived stress, in females in their 20’s suffering 
from premenstrual syndrome(PMS). Among the 263 students from 3~4 year universities, 21 were selected as 
participants. 7 were assigned to the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ACT) group, 7 were assigned to the 
cognitive behavior therapy(CBT) group, and 7 were assigned to the control group. As a result, emotional factor 
from the premenstrual symptoms has significantly decreased more in the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ACT) group, and the cognitive behavior therapy(CBT) group in comparison to the control group. In 
regards to attitudes toward menstruation, there were no statistical significance in the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ACT) group, however there were positive changes, and the cognitive behavior 
therapy(CBT) group displayed significant change in the follow-up study. In perceived stress,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ACT) group displayed more significant decrease than the control group and the cognitive 
behavior therapy(CBT) group, and that level remained unchanged until the follow-up study. 

Key Words : Premenstrual syndrome(PMS),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ACT), Cognitive behavioral 
therapy(CBT), Premenstrual symptoms, Attitudes toward menstruation, Perceived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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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일정수 의 성숙이 이루어지면 여성은 경이 시작된

다. 경은 보통 만 11세에 시작하고, 일반 으로 지역,

환경, 양, 발육상태에많은 향을받는다. 경이 시작

된 여성은 폐경에 이르기까지 평균 으로 40년간 월경주

기를 경험하면서, 월경과 련된 경미하거나 심각한 증

상들을 가지기도 한다. 를 들어, 월경 증상들은 도,

살인, 자살, 이혼과 같은 극단 인 선택을 하도록 이끌며

[1], 어떤여성은이 기간동안자궁을들어내고싶다고할

정도로 증상을 호소하고, 학교생활에 큰 지장을 받아 자

퇴를 고려하기도 한다.

이 게 월경과 련된 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

반 으로 월경 에 평소와 다르게 신체 , 정서 , 행동

변화가 있으며 월경이 시작되면서 증상이 사라지고,

다음 배란일 때 다시 증상이 반복되는 것을 월경 증후

군(premenstrual syndrome; PMS)이라고 한다. 역사 으

로 Hippocrates가 월경 증후군에 해 언 하 고,

에 들어서는 월경 긴장(premenstrual tension)이라

는 용어로 1931년에 Robert Frank가 정의하 다. 그 후

여러 이름으로 지칭이 되다가 Greene 과 Dalton이 1953

년에 월경 증후군 (premenstrual syndrome, PMS)이라

정의하 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2].

재 월경 증후군은 다양한 정의와 다른 진단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단기 별로 다양한유병률을 가진

다. 2008년에 한국의 월경 증후군의 유병률 일상생

활에 미치는 향과 치료 황을 악하는실태조사 결과

를 살펴보면 국제질병분류(ICD-10)기 으로 유병률이

99%, 미국산부인과학회(ACOG) 진단 기 에 의거하면

유병률이 34%, 국내에서발표된 논문들을 종합해보면 월

경 증후군의 유병률은약 30∼99%로[3,4] 진단기 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국제질병분류

(ICD-10)기 에의한 유병률은 일생에 한 주기만 있어도

진단이 내려질 수 있을 만큼 엄격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국제질병분류(ICD-10)

보다 엄격한 미국산부인과 회(American College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ACOG)에서 제시한 진단 기

을 채택하 다.

연령별 유병율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유의 수

.01에서 여 생이 가장 월경 증후군을 많이 보고하

고, 두 번째로 년여성, 마지막으로 여고생이었다[5].

한 서울지역 여자 학생들의 집단에서도 월경 증상

을 겪는 경우는 34.7% 다[4]. 이 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체 으로 20 여성들이 월경 증후군을 가장많이 겪

고 있으며, 두 번째로 년여성, 여고생인 것으로 보여진

다. 한 여 생들은 한 가지 이상의 월경 증상을 가

지고 있었지만, 월경 증상에 한 처방안은 휴식 혹

은 수면(99.3%), 샤워(86.2%), 마사지(80.1%), 진통제 복

용(76.1%)인 것으로 나타났다[6]. 따라서 우리나라 여성

들은 월경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주로

방치하거나 소극 으로 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해 월경 증후군에

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고, 월경 증후군을 가진 여성

들에게 한 진단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한다.

한편, 월경 증후군 원인은 여러 가설이 학자들에 의

해 제기되고 있지만 의견이 분분하며, 여러 요인들이 다

양하게 련되어있고[7], 생물학 상이라는 가설이 가

장 유력하지만[8], 다른 가설들로 심리사회 원인과 생

활습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제기되었다. 특히 월경에

한 태도와 지각된 스트 스와 련이 높은 것으로 보

여진다. 월경에 한 태도는 사회 인 요인들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으로서 월경에 한 여성의 반 인 인식을

말한다[9]. 경을 경험한 소녀가 경험하지 않은 소녀들

보다 월경을 더 부정 으로 지각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

여줬다[10]. 한 월경 후기에 경험하는 신체 , 정서 ,

행동 불편감은 여성들만의 비 로 묻어두고 있는 실정

이며, 이러한 불편감을 최 한 숨기고 평상시와 같이 안

정된 상태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로 받아들인다고

제기하 다[11]. 월경에 한 태도에 해서 많은 연구자

들은 부정 일 것이라 언하 고, 부분의 연구에서

월경에 한 태도가 부정 이라는 결과를 제시하 다.

월경 태도를 언변인으로 하고 월경 기 증상을 종속

변인으로 한 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한 연구에서 생리

정서 으로 부정 변화를 가져오는 월경 요인이 24%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 다{12]. 한다른 연구

에서도월경 증상과월경에 한 태도가 서로 정 상

계가 있는 것을 나타났다[13].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월경 기에 평소보다 민함과

스트 스를 보고한다. Woods는 월경 증후군을 가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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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들이부정 인 생활사건 스트 스를 더많이 경험하고,

월경증상을 경험하는 것과 스트 스가 되는 생활맥락과

연합될 수 있음을 제시하 다[14]. 월경주기 변화와 지각

된 스트 스에 한 연구에서 심한월경 증후군을 가진

여성들이 월경후기보다 월경 기에 더 지각된 스트 스

를 경험한다고 보고하 다[15]. 국내에서도 이와 비슷한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월경 기 변화 여성에서의

월경 증상과 스트 스와의 계에 한연구에서 월경

기 변화가 있는 군에서 월경 기에 스트 스를 더 많

이 지각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16]. 한 소기윤 등은

인 계와 인지 스트 스에서 월경 후기보다 월경

기에 의미 있는 증가를 보 다는 것을 발견하 다[17].

이는 국외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들이고, 월경 기와

지각된 스트 스는 매우 한 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월경 증후군의 생물학 요인과 심리사회

요인은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최근외국에서는 단순

히 약물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와 산부인과를

동반한 반 인 치료를 해야 하는 질환으로 인지하고

치료하려 한다[18]. 국내외 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가장

많이 시행된 연구는 인지행동치료이다. 월경 증후군 치

료 효과를 높이기 해서는 고통 통증에 한 인지가

요하다는 주장이 제안되었으며 이를 기본으로 인지행

동치료가 실시되었다. 월경 증후군의 인지이론을 살펴

보면, 주 인 고통은 신체 증상과 증상을 해석하는

방법에따라 달라질수 있다고제기하 다. Blake는월경

증후군에 한 인지모델을 상세하게 제안하 는데,

그의 이론에 따르면 여성은 매달 생리 인 변화로 인해

신체 , 정서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고 주장하 다. 이

에 해 여성들은 내 요인들과 외 요인들의 상호작용

을 통해 정 혹은 부정 인지 평가를 하게 된다

[19]. 즉, 여성들은 신체 , 정서 , 행동 증상들이경미

할 수 있지만 여성들 각자의 부정 인 인지 평가들로

인한 귀인 결과들이 더 고통스럽게 증상들을 지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월경과 련된 사건을 기록하고,

이에 따른 사고, 감정을 기술하여 자신의 핵심신념을 찾

아내어 신체 변화와 감정, 사고, 행동 사이의 련성을

이해시킨다. 그 다음 부 응 인 사고를 타당한 사고로

변경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여 인지 재구성의 과정으로

치료한다. 월경 증후군의 인지행동치료는 효과가 있다

고 보고하 다[19,20,21,22]. 국내에서는 월경 증후군의

치료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강 정과 손정락은

월경 증후군을 가진 여 생을 상으로 통제집단에 비

해 인지행동치료가 좀 더 효과 이었으며[23], 고선규와

권정혜도 통제 집단에 비해 인지행동집단치료가 월경

기의 정서 , 신체 , 행동 증상을 감소시킨다고 확증

하 다[24].

최근 스트 스 사건을 하는 인지나 정서에 한 내

용의 변화에 한 치료법들이 한계에 착함에 따라 인

지나 정서의 내용에 직 인 도 이 아닌 자신의 결과

를 있는 그 로 경험하도록 환시키는 수용 심 근이

출 하게 되었다[25]. 수용 념치료는 인간의 마음이 어

떻게 작용하는가에 한 기 연구 로그램인 계구성

틀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26]. 계 구성 으로 학습

된 내용들이 인간의 행동을 조 할 수 있는 원천들을 지

배해 버리는데 이것이 바로 인지 융합이다. 한 수용

념치료는 인간의 언어가 지닌 속성 때문에 심리 경

직성이 일어나는 것이며 인지 융합과 경험 회피의

결과라고 본다[26]. 그러므로 수용 념치료는 융합과 회

피를 와해시키는 것을 목표로한다. 다시 말하면 개인 내

사건과 계하는 틀을 변화시켜 스스로 소망하는 목

표와 가치로 움직이도록 돕는다[27]. 따라서 수용 념치

료를 기반을 둔 재 로그램들은 인지 융합을 해체

시키고, 수용하는 법을 배우며, 맥락으로서의 자기를 바

꾸고, 자신의가치를 인식하여 념 행동을할 수 있게

조력한다.

아쉽게도 월경 증후군에 한 수용 념치료를 한 선

행연구가 미비하나 여 생들의 월경 불편감에 한 수

용 념치료의 효과성을 연구한 유미라와 손정락의 연구

에서 기통제집단보다 치료집단에서 월경 불편감이 유

의하게 감소되었고, 월경에 한 태도와 삶의 질이 유의

하게 향상되었으며, 그 효과가 추 조사까지도 계속되었

다고 보고하 다[28]. 한 수용 념치료 로그램의 효

과에 한 메타연구에서 수용 념치료가 간이상의 효

과크기를 보 으며, 정의 역, 일반 성인에게서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 다[29].

이처럼 인지행동치료와 수용 념치료는 치료효과는

있지만 이 두 치료는 여러차이 을 가지고 있다. 인지행

동치료자들은 논리 , 경험 , 기능 논박을 통해서 역

기능 신념체계를 다루려고 한다[30]. 이를 통해 내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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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환자를 힘들게 하는 사고나 정서를 이는데

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수용 념치료는 인지 인 도

과 재구조화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한 기꺼이 경험

하고, 가치 념 행동을 하며, 수용을 하고 그 로 알아

차림을 함으로써 내담자 혹은 환자를 힘들게 하는 사고

나 정서를 이는데 을 맞춘다. 결론 으로 형

인 인지행동치료는 분석 이며, 추론, 문제해결, 이해하

기를 강조하고, 매우 언어 이다. 의미하는 것에 을

두고, 비교와 평가가 존재한다. 반면 수용 념치료는 비

분석 이다. 즉 분석되지 않은 경험을 강조한다. 한 덜

언어 이며, 알아차림을강조하고, 탈융합과 평가 방식을

덜 사용한다고 말한다[31]. 이러한 차이 을 가지는 수용

념치료와 인지행동치료를 비교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수용 념치료집단과 인지행동치료집단

통제집단의 비교를통해 월경 증상, 월경에 한 태도

지각된 스트 스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1: 수용 념치료집단의 월경 증상은 치료 후 인지

행동치료집단과 통제집단에 비해 더 감소될 것이다.

2: 수용 념치료집단의 월경에 한 태도는 치료 후

인지행동치료집단과 통제집단에 비해 더 정 으

로 변화될 것이다.

3: 수용 념치료집단의 지각된 스트 스는 인지행동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에 비해 더 감소할 것이다.

2. 연  

2.1 참여   절차

3～4년제 학교의 여 생 직장 여성 300명에게

축약형 월경 기평가서를 실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지에 응답한 263명 월경 증상이 심한 여

성에게 화면담 면 을 통해 선별하 고, 구두로 동

의를 받았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25명 7명은 최근에

월경 증후군 진단을 받은 상태 으며, 참가자들의 동의

하에 검사결과를 받았다. 월경 증후군 진단을 받지 않

은 참가자 16명은 산부인과에서 면담, 설문지, 일반 액

검사, 음 검사를 통해 총 14명이 월경 증후군 진단

을 받았다. 빈 이 있는 참가자 1명, 월경 증후군으로

진단받지 못한 참가자 1명은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참가

자들은 동의서를 작성하 다. Research Randomizer

로그램을 이용하여 인지행동치료집단 7명, 수용 념치료

집단 7명, 통제집단 7명으로 무선 할당되었다. 로그램

진행 수용 념치료집단에서 1명이 개인사정으로탈락

되어 인지행동치료집단 7명, 수용 념치료집단 6명, 통제

집단 7명으로 총 20명이 본 연구에 참가하 다.

참가자들의인구통계학 특성은다음<Table 1>과같다.

Variable Category

ACT

group

(n=6)

CBT

group

(n=7)

Control

group

(n=7)

Total

(N=20)

Age

19 2 (33.3)
3

(42.9)

0

(0.0)
05 (25.0)

20∼24 2 (33.3)
3

(42.9)

6

(85.7)
11 (55.0)

25∼29 2 (33.3)
1

(14.3)

1

(14.3)
04 (20.2)

menarche

time

elementary

school
4 (66.7)

3

(42.9)

7

(100)
14 (70.0)

middle

school
2 (33.3)

4

(57.1)

0

(0.0)
06 (30.0)

average

menstruatio

n cycle

25 1 (16.7)
0

(0.0)

0

(0.0)
01 (05.0)

26∼30 1 (16.7)
4

(57.1)

5

(71.4)
10 (50.0)

31 4 (66.7)
3

(42.9)

2

(28.6)
09 (45.0)

average

period of

menstruation

3 0 (00.0)
0

(0.0)

1

(14.3)
01 (05.0)

4∼6 5 (83.3)
5

(71.4)

5

(71.4)
15 (75.0)

7 1 (16.7)
2

(28.6)

1

(14.3)
04 (25.0)

Participants are presented as number(%).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n participants

2.2 도

2.2.1 축약형 월경전 평가

이만홍 등은 Allen 등이 개발한 축약형 월경 기평가

서를 연구하 다. SPAF는 모두 10문항, 6 척도로 이루

어져 있으며, 하 요인으로는정서요인(문항2: 월경 기

에 평범한 일에압도당하거나 처할수 없을것 같은느

낌이 든다), 통증 요인(문항6: 월경 기에 허리가 아 고

마디와 근육에 통증이 있거나 뻣뻣한 느낌이 든다), 수

분 류 요인(문항9: 월경 기에 몸이 붓고 부종이 생긴

다)으로 구성되어있다[32]. 한 수가 높을수록 월경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다. 내 합치도는 .91 고, 본연구

에서의 내 합치도는 .89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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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월경에 한 태도 척도

월경에 한 태도 척도는 양동옥이 양성평등을 지향

하는 시 인 상황을 반 한 상태에서 월경에 한 태

도를 묻기 해 개발한 자기보고형 질문지다[11]. 21개

문항에 해 매우 정 인 태도를 갖고 있을 경우 1 ,

매우 부정 인 태도를 갖고 있을 때는 7 까지 표시하게

되어있다. 월경에 한 태도 척도는 여성만의 비 (문항

1: 생리 는 여성들의 비 스러운 물건이므로 감춘다),

여성의 짐(문항6:월경을 하지 않는 남성들이 부럽다),

통 여성성(문항7: 월경으로 인한행동상의제약 때문에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하다), 여성의 상징성(문항5: 월경

은 여성에게만 나타나는 것이다)의 4가지 하 척도

수로 계산되면 문항 5, 3, 10은 역채 된다. 총합을 기

으로 월경에 한 태도의 정도를 단하고, 수가 높을

수록 월경에 한 태도가 나쁘다는 것을 시사한다. 산출

된 내 합치도는 .83이고, 본 연구에서는 .80이 다.

2.2.3 지각  스트레스 척도

Cohen 등이 개발한 10개 항목의 척도로써 박 호와

서 석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 다. 1 에서 4 의 리

커드식 척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4, 5, 6, 9, 10, 13 문항은

역채 된다. 수가 높을수록 스트 스의 지각정도가 높

다고 볼 수있다. 특정한 스트 스원에국한되지 않은 일

상생활에서 반 인 스트 스 수 을 측정하기 한 것

이다. 박 호와 서 석의 연구결과에서 내 합치도는

.77, .74 으며 본 연구에서는 .80, .76이었다[33].

2.3 각 치료프로그램들  과 내용  치료

인지행동치료는 인지행동상담과 심리치료기법[31],

Beck[30] Hope등의 문헌[34]을 참고하여 체 10회기

로그램으로 재구성하 고 , 수용 념치료는 Hayes와

Smith[26] Luoma, Hayes[35]와 Ciarrochi와 Bailey[31]의

문헌들과 문 미[25]의 로그램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총 10회기, 60분으로 재구성하 다. 각각의 이론과 로

그램 구성내용이 일치하는지 살펴보고 해 두 명의

문가에게 의뢰하 다. 한 각각의 치료를 본 연구자가

진행하 지만 본 연구자는 이에 한 연수 세미나를

거치고 각 로그램에 한 수퍼비 을 받았다.

2.4 료 

본 연구는 SPSS 19.0을 사용하고, 인지행동치료와 수

용 념치료, 통제집단의 집단의 동질성 여부를 조사하기

해 F검증을 실시한다. 사 , 사후, 추 조사에서는 반

복측정변량분석을 실시하 다. 마지막으로 집단간 차이

를 보일 경우 Scheffè검증을 실시한다.

3. 연 결과 

3.1 집단 동질  검

각각의 치료 로그램을 실시하기 에 각각의 치료

집단과 통제 집단의 월경 증상, 월경에 한 태도, 지

각된 스트 스의 동질성 검증을 해 F검증을 실시하여

<Table 4>에 제시하 다(p <.05). <Table 2>에서, 로

그램 실시 월경 증상, 월경에 한 태도, 지각된 스

트 스 정도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으므로, 세 집단

이 동질 이라고 할 수 있다.

ACT

group

(n=6)

CBT

group

(n=7)

Control

group

(n=7)
F p

M(SD) M(SD) M(SD)

Premenstrual

symptoms

37.140

(5.786)

36.710

(6.701)

49.430

(6.294)
.016 .984

attitudes

about

menstruation

75.830

(22.569)

69.710

(21.289)

69.430

(20.935)
.178 .839

perceived stress
46.330

(5.989)

46.140

(5.146)

49.430

(6.294)
.688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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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Homogeneity test between experiment 

groups and the control group 

3.2 월경 전 상 점수  변화

<Table 3>에서, 월경 증상 수는 집단의 주효과

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F(2, 17)=.833, p=.452),

시기의주효과는유의하게나타났다(F(2, 34)=40.436, p<.001).

한 집단과 검사 시기 간 상호작용의 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났다(F(4, 34)=7.184, p<.001).

한 월경 증상 하 요인 에서 정서 증상요인

이 유의한차이를보여 반복측정 변량분석을실시하 다.

<Table 3>에서, 각 로그램 집단 통제 집단에서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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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증상 정서요인 수는 집단의 주효과가 유의하

게 나타났다(F(2, 17)=5.336, p<.001). 시기의 주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2, 34)=41.098, p<.001), 집단과

검사 시기의 상호작용의 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F(4, 34)=10.490, p<.001). 세 집단 어느 집단 간에

차이가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해 Scheffè검증을 실시하

다. 그 결과는 아래 <Table 4>와 같다.

사후검증 결과, 수용 념치료집단은 통제집단과 유의

한 차이를 보 고(M=4.42, p<.05), 인지행동치료집단은

통제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M=4.05, p< .05). 하

지만 수용 념치료집단과 인지행동치료집단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M=0.37, p=.971).

Group
control

group
CBT

ACT 4.42* 0.37

CBT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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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post-hoc comparison result

3.3 월경에 한 태도 점수  변화 

<Table 3>의 월경에 한 태도 수는 집단의 주효과

가 나타나지 않았지만(F(2, 17)=.185, p=.833), 시기의 주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F(2, 34)=17.607, p<.001).

한 집단과 검사 시기 간 상호작용의 효과도 유의하게 나

타났다(F(4, 34)=4.235, p<.001).

3.4 지각  스트레스 점수  변화

<Table 3>에서, 지각된 스트 스 수는 집단의 주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2, 17)=3.907, p<.05), 시

기의 주효과 역시 유의하게 나타났다(F(2, 34)=18.156,

p<.001). 한 집단과 검시 시기 간 상호작용의 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났다(F(4, 34)=7.043, p<.001).

세 집단 어느 집단 간에차이가 유의한지를 알아보

기 해 Scheffè검증을 실시하 다. 그 결과는 아래

<Table 5>와 같다.

<Table 5>에서, 사후 검증 결과, 수용 념치료집단

은 통제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M=8.86, p<.05), 인

지행동치료집단은 통제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Variable Group

Pre

test

Post

test

Follow

up

test

Group(A)

Inspection

time

(B)

A*B

M(SD) M(SD) M(SD) F F F

Premenstrual

symptoms

ACT

Group

37.140

(5.786)

30.830

(8.519)

28.170

(8.796)
.833 40.436*** 7.184***

CBT

Group

36.710

(6.701)

32.000

(5.228)

30.140

(5.900)

Control

Group

49.430

(6.294)

37.000

(5.292)

35.710

(4.572)

Premenstrual

symptoms

(Emotion)

ACT

Group

15.170

(4.446)

9.830

(2.229)

8.170

(2.317)
5.336 ** 41.098*** 10.490***

CBT

Group

15.140

(2.968)

10.710

(3.684)

8.430

(4.036)

Control

Group

15.430

(2.225)

15.710

(2.563)

15.290

(2.215)

Attitudes

about

menstruation

ACT

Group

75.830

(22.569)

60.670

(12.770)

61.170

(12.797)
.185 17.607*** 4.235**

CBT

Group

69.710

(21.289)

62.430

(14.673)

62.140

(14.702)

Control

Group

69.430

(20.935)

70.570

(21.931)

69.860

(21.389)

Perceived

stress

ACT

Group

46.330

(5.989)

40.000

(5.404)

38.170

(4.622)
3.907* 18.156*** 7.043***

CBT

Group

46.140

(5.146)

43.430

(3.207)

43.130

(3.436)

Control

Group

49.430

(6.294)

48.860

(7.010)

49.710

(6.448)

<Table 3> ACT, CBT according to a control group and timing and varianc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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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5.43, p=.211). 수용 념치료집단과 인지행동치료 집

단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M=3.43, p=.642).

Group
control

group
CBT

ACT 8.86* 3.34

CBT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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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post-hoc comparison result

4. 결론  

본 연구는 수용 념치료(ACT) 로그램이 월경 증

후군을 가진 여성들의 월경 증상, 월경에 한 태도

지각된 스트 스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 다.

수용 념치료 로그램의 효과를 가설별로 논의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수용 념치료집단의 월경 증상은 치료 후 인

지행동치료집단과 통제집단에 비해 더 감소될 것이라는

가설1은 지지되지 않았다. 각 로그램이 로그램 보

다 각 집단의 사 , 사후 수의 차이에 한 분석 결과

를 검토하면, 수용 념치료집단과 인지행동치료집단에

서 모두 월경 증상이 유의하게 감소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정서 요인이 다른요인에 비해 치료 효과가

높았다. 이는 호흡마음챙김 명상이 여 생의 월경 증후

군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임성견과 김정호(2008)의 연

구결과와 월경 증상에 해서수용 념치료의 효과성

을 연구한 유미라와 손정락(201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

하 다. 한 인지행동치료에서 월경 증후군의 신체 ,

정서 , 행동 증상이 효과가 있다고 한 고선규와 권정

혜의 연구결과[24], 강 정과 손정락의 연구결과와 일치

한다[23].

수용 념치료집단에서 매 회기 알아차림 연습을 하

다. 이 연습을 통해 지 -여기에 을 맞추고, 신체감

각, 떠오르는 사고, 정서를 알아차리는 등 자각을 증진시

켰다. 알아차림 연습을 하면서 떠올랐던 생각, 심상, 감정

들을집단에서 나 었다. 그 뒤에 떠올랐던생각심상, 감

정들에 해서 어떻게 다루었는지도 이야기를 나 었고,

단을 할 경우 피드백을 그 로 제시하 다. 이는 재

순간과 하며, 맥락으로서의 자기와 인지 탈융합에

이르는 것으로 로그램 체를 연결하는데 요한 역할

을 하 다. 재에 을 두면서 자신의 월경 증후군

에 한 고통스러운 생각들과 정서를 그 로 표 하는

것을 독려하 다. 한 인지행동치료 로그램에서 자신

의 자동 사고를 탐색하고, 공통된 자동 사고들에게

서 간신념, 핵심신념을 같이 찾아보고, 매주 과제로 제

시하 다. 치료자는 과제를 항상 검토하면서 참가자들의

어려움을 다루었고, 서로피드백할 수있도록 하 다.

한 불쾌한 생각, 감정들에 해 인지 오류가 있는지 살

펴보도록 하 다. 반문질문을 통해 자동 사고, 핵심신

념을 공략해보는 작업을 같이 해보고, 과제를 제시하

다. 이러한 결과는 인지행동치료자들은 논리 , 경험 ,

기능 논박을 통해서 역기능 신념체계를 다루려고 하

는 Beck의 입장과 같다[30].

월경 기에 겪는 신체 증상에 도움이 되는 인지행

동치료에서 긴장이완법을, 수용 념치료에서는 마음챙

김 명상 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통증을 있는 그 로

경험하고, 통증으로 인해 경직되어 있던 신체가 이완됨

에 따라 통증으로 인한 불쾌한 생각과 감정을 완화시키

며, 따라서 통증이 감소할 것이라 상하 다. 각 로그

램에 통증을 완화시킬 수있는 로그램을도입하 지만,

각 치료집단 회기 로그램 구성이 통증이나 기타 증상

에 해서 다루기보다는 정서를 으로 다루었기 때문

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 생각된다. 이것에 한 보

완책으로 긴장이완법일지와 마음챙김명상 일지를 과제

를 도입했지만, 과제를 잘 수행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

다. 따라서 신체 증상보다 정서 증상을 더 집 으

로 다루었기 때문에 수용 념치료 집단의 사 -사후-추

과 인지행동치료집단은 사 -사후-추 이 효과가 보

고, 월경 증상 정서요인에서만 수용 념치료와

인지행동치료에서 효과가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수용 념치료의 메타연구에서 정서 요인에서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인 것과 일치한다[29].

둘째, 수용 념치료집단의 월경에 한 태도는 치료

후 인지행동치료집단과 통제집단에 비해 더 정 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가설 2는 지지되지 않았다. 수용 념치

료집단과 인지행동치료집단이 로그램 받기 보다 태

도가 정 으로 변화하 다. 수용 념치료집단에는 사

-사후검사에서 효과를 보 으며, 이 효과는 추 조사

까지 지속되었다. 인지행동치료집단에서 사 -사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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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효과를 보이지 않았지만, 사 -추 조사에서 효

과가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월경에 한태도가 통제 집

단에 비해 정 으로 향상되었다는 유미라와 손정락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28]. 구체 으로 살펴보면, 수용

념치료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서 월경에 한태도 개

선에 효과 이었고, 수용 념치료 로그램의 효과가 지

속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수용 념치료집단에서 수용행동을 배우

게 되면 간 으로 월경에 한 태도에 해서도 정

으로 변화를 시도할 것이라 생각하 고, 인지행동치료

집단에서는 인지 왜곡과 그것을 다루는방법에 해서

배우게 된다면 간 으로 월경에 한 태도가 바뀔 것

이라 생각되었다. 수용 념치료 집단 참가자들은 종결

회기와 추 인터뷰에서 인지 탈융합과 맥락으로서의

자기를 배우면서, 통증이 있는것이라 내 자신이 싫은 것

이랑 구분되어 만큼 생리하는 내가 싫지 않다고 보

고하 다. 인지행동치료 집단 참가자들은 종결 회기와

추 인터뷰에서 월경 기에 일어나는 분노때문에 주변

에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여 내 자신을 책망하 는데, 정

서 조 하는 법을 배워 자책감이 덜했다고 보고하 다.

셋째, 수용 념치료집단의 지각된 스트 스는 인지행

동치료집단과 통제집단에 비해 더 감소할것이라는 가설

3은 지지되었다. 각 로그램 별 사 -사후-추 의 차이

에 한 분석 결과를 검토하면, 수용 념치료 집단은 추

조사에서 유의하게 감소되었고, 인지행동치료집단은

유의하게 감소되지 않았지만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다.

이것은 수용 념치료가 지각된 스트 스에 매우 효과

이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수용 념치료가 지각된 스트

스에 효과 이었고, 추 조사에서도 유의하게 효과가

있음을 볼 수있다. 한 추 조사 때실시한 인터뷰에서

도 지속 으로 사용하기가 수월했다는 보고를 받았고,

실생활에서 용하기가 쉽다고 하 다. 이것은 지각된

스트 스에 더욱더 정 향을 미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시사된다. 지각된 스트 스 연구는 아니지

만 스트 스와 련된 연구로써, 성인 아토피 환자들의

수용 념치료를 받은 후 통제 집단에 비해 생활 스트

스가 감소되었다는 이지연과 손정락의 연구와[37], 제 1

형 당뇨를 가진 청소년들에게 수용 념치료 후 통제 집

단에 비해 당뇨 스트 스가 감소되었다는유다선과 손정

락의 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인다[38]. 나의 감정들을

잘 통제하지 못한 느낌과 생각, 일상생활을 잘 해나가지

못했다는 생각들은 수용 념치료에서의 맥락으로서의

자기, 신체, 생각, 감정을 알아차리기를 통해 인지 탈융

합과 수용을 증진시키고, 스트 스 상황일 때 어떻게 다

루어야 하는지를 배웠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변화를 가

져온 본 연구가 지니는 의의 시사 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월경 증후군을 가진 여성들에 한 심리

치료로서 수용 념치료 로그램의 용 가능성을 제시

하고, 효과성을 보여주었다. 기존연구에서는 월경 증후

군을 가진 여성들의 유병률, 상 계 연구들이었으며,

치료 로그램에 한 연구는 인지행동치료가 주를 이루

었다. 본 연구에서는 월경 증후군을 가진 여성들에게

수용 념치료를 실시한 결과 월경 증상 정서요인

이 유의하게 감소하 다. 이는 수용 념치료가 부정 인

감정과 사 경험들을 다루며 가치 행동을 제공할 수 있

다는 것을 제시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월경 증후군

을 가진 가임여성을 상으로 수용 념치료 로그램의

효능성을 입증하는 연구라는 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매달 하는 월경 증상과 월경에 한 태도, 지

각된 스트 스가 일상 활동을 제안하 다. 어떤 여성은

개인의 건강 뿐 아니라 학업에서도 지장을 주고, 요한

시험이 있을 때 월경을 피하기 해 경구 피임약을 복용

하기도 한다. 그리고 직장생활에서도 직장을 쉬게 하는

일차 원인이다. 본 연구의 상자가 만 20 이고, 가임

여성인 을 고려할 때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고, 폐경기

까지 20~30년이라는 긴 세월이 남아있다. 월경 증후군

을 치료회기에서 배운 수용 념치료를 용하여 스스로

월경 기에 정 인 도움을 수 있게 됨으로써, 월경

증후군으로 인한 여러 손실이 감소된다는 에서 의의

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 과 후속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월경 기증상을 측정하기 해 사용된 축약

형월경 기평가서는 회고 인 측정도구로 월경 증후군

의 기 을 용하지 못했다는 이다. 이러한 엄격한 진

단 기 을 용하기 해서는 회고 인 측정 도구 뿐만

아니라 매일 평정기와 같은 향 인 측정도구가 필요하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이 로그램에 실시

하고 나서부터 수용 념치료 로그램에 과제로 부여되

는 매일경험일지와 인지행동치료 로그램에 과제로 부

여되는 자동 사고일지를 작성하도록 하 으며, 월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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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이상 경험한 후 추 조사를 실시하여 참가자들의 증

상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 다. 그 지만, 후속연구

에서는 정확한 증상 측정을 해 회고 인 측정 도구와

향 인 측정 도구를 이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참여자가 여 생과 소수의 직장인으

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을 월경 증후군을 가진

여성들에게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다. 다양한 지역

문화권, 혹은 월경 증후군을 가진 다른 연령 에 수용

념치료 로그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토 로 일반화

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로그램이 끝난 약 1

개월 후(사후 검사가 끝난 후 다음 월경 기), 추 조사

에서 월경 증상 정서요인이 유의하게 감소되었고,

지각된 스트 스도 사 수에 비해 유의하게더 감소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실 인 문제로 장기

인 측정을 하지 못했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효과

가 장기 으로 지속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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