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사춘기 이후 여성은 난소의 내분비 기능으로 주기적

인 자궁내막의 모세혈관이 수축하거나 탈락하면서 출

혈이 나타나는 월경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여성이 생

식능력을 갖게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래 모성역할의 

준비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여성이라면 필수적으

로 경험하게 되는 월경은 자연스러운 신체 내 현상이지

만 여성의 60-93%에서 월경기간 동안 불유쾌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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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증상들을 경험하고 있다[1]. 월경이 시작되기 몇 시

간 전 혹은 시작과 함께 하복부의 통증과 더불어 오심, 

구토, 피로, 어지러움, 설사, 식욕부진, 두통, 신경과민, 

골반팽만감 등의 불유쾌한 증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를 월경곤란증이라고 하며 약 75%의 여성이 월경곤란

증을 경험하고 있고 그 중 50%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심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2]. 이로 인해 

학생의 경우 주기적으로 결석을 하게 되는 등 학업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월경곤란증을 여성이면 누구나 

겪는 생리적 과정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보다 적극적

인 대처가 필요하다. 

월경곤란증의 원인은 확실하지는 않으나 가장 유력

한 기전은 자궁내막에서 분비되는 프로스타글란딘에 

의한 자궁근의 과도한 수축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

하고 있으며[2] 특히 이 프로스타글란딘은 생리적ㆍ심

리사회적인 요인에 의해 분비가 더 가중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3]. 또한 빈혈, 체중감소, 과로, 정신적 긴

장감 등으로 통증역치가 저하되어 월경곤란증이 심하

게 발생될 수 있으며 사회적 환경, 월경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도 월경곤란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2]. 또한 Susan Scott Ricci[4]은 월경곤

란증 완화를 위해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할 것과 월경

이 시작 되기 7~10일 전 염분과 정제된 설탕의 섭취 

제한으로 수분 저류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몇 

가지의 생활습관 및 식습관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엔도르핀 상승과 프로스타글

란딘 방출을 막기 위해 운동을 하도록 하고 있고 금연

과 절주를 강조하였으며 카페인이 없는 녹차나 긴장완

화를 위해 따뜻한 음료를 마시도록 권장하고 있다. Ju, 

Jones & Mishar[5]도 월경곤란증과의 관련 요인으로 

흡연, 음주 등의 생활요인을 보고하고 있으며 Jung & 

Kim[6]은 초경연령, 월경주기, 월경량 등을 포함한 월

경특성, 산과력, 가족력, 피임약 복용 등의 생리적 요인

과 식습관, 흡연, 음주 등의 건강행위 및 월경이나 성적 

역할에 대한 부정적 태도, 불안정한 성격, 스트레스 등

의 심리사회적 요인 등이 여성호르몬에 영향을 주어 월

경곤란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규칙적이었던 고등학생 시절과는 달리 

시간과 규율에서 자유로워졌고 동아리 활동 및 선후배 

간의 대인관계를 중요시 하는 한국의 대학 문화로 인해 

잦은 술자리, 흡연 등의 건강에 좋지 못한 생활습관을 

갖게 된다. 또한 잦은 외식, 야식으로 인해 인스턴트나 

가공식품 섭취가 증가하고 지나친 다이어트, 기숙사 및 

자취생활 등으로 불균형적인 영양섭취를 하게 된다.

2017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

ination Survey[7]에 의하면, 전 연령대와 비교하여 1

9-29세의 연령이 에너지, 지방 과잉섭취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이 17.3%로 19.8%인 1

2-18세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20대의 대부분이 나트륨을 과다하게 섭취하고 있고 

육류, 유지류, 당류, 음료류 섭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커피 소비량은 

카페인 섭취를 증가시키고 있어 인체에 미칠 생리적 영

향에 주목하고 있다. 카페인은 혈관 내 아데노신 수용

체에 직접 작용하여 혈관을 수축시키고 월경 시 자궁근

육의 긴장도를 증가시켜 월경곤란증 증상을 더 악화시

킨다[8]. 또한 Unsal, Ayranci, Tosun, Arslan Calik

[8]의 연구에서 규칙적으로 카페인을 섭취한 여대생이 

그렇지 않은 여대생보다 월경곤란증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이 되면서 여성미의 상징이며 복장의 자율화

로 인해 하이힐이나 앞이 뽀족한 구두를 신게 되면서 

척주와 골반의 영향을 주고 있다. 굽이 있는 구두는 몸

의 중심이 뒤쪽에서 앞쪽으로 쏠려 자연스레 몸의 중심

을 잡기 위해 아킬레스건과 장딴지근육이 긴장하게 되

며 점차 수축해 발목 근처 동작기능의 변화와 허리근육

에 긴장감을 고조시켜 척추와 골반의 변성을 초래하여 

요통을 유발시키고 있다[9]. Lee[10]는 월경곤란증이 

자세와 골반의 변위와 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골반높

이, 무릎높이, 발 높이의 불균형이 월경곤란증의 증상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운동은 혈관이완을 증가시켜 허혈을 감소시키

거나 β-엔도르핀과 같은 내인성 마약제 방출과 프로스

타글란딘 억제 및 골반의 부담을 줄어 월경으로부터 발

생되는 불편감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2019년 27개국 조사 

대상국 중에 95%로 1위를 차지하였다[11]. 일상생활에

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 되어 버린 스마트폰은 우

리 삶을 편리하고 질을 높여주었지만 지나친 의존으로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충

동성, 과잉 행동 등의 행동 문제[12], 거북목, 손목터널

증후군, 시력 저하 등의 신체적 문제 또한 적지 않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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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고 있으며 최근엔 스마트폰 노출로 인한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10년 동안 하루 30분 이상 휴대폰 전자

파에 노출 될 경우 뇌종양 발생 위험이 1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자파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조금만 떨어뜨려도 전자파의 노

출을 대폭 줄일 수 있어[13], 많은 전문가들이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되도록 멀리 두거나 통화 시 이어

폰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14]. 그러나 대부분

의 사람들은 휴대폰 사용 시 귀에 대고 사용하고 있고 

여성의 월경주기를 관여하는 시상하부-뇌하수체의 기

관이 귀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월경과 휴대폰 

전자파와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국

제암연구소에서는 전자파를 발암가능물질인 2B로 분

류하고 있고 남성의 경우 휴대전화를 바지에 넣고 다닐 

때 불임이 될 확률이 4배 높아지며 정자의 수와 질이 

떨어졌다는 연구결과[14]가 있는 만큼 여성의 생식기와 

휴대폰 전자파와의 관련성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과 같이 월경곤란증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

펴 본 결과, 음주와 흡연과 같은 식생활, 식습관, 커피 

섭취와 관련한 연구는 이루어져 있으나 연구마다 일관

성 없는 연구결과를 나타내고 있고 여대생들이 자주 신

은 신발의 종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하여 월경곤란증

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개 지역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음주, 흡연, 커피 섭취를 포함한 식습관, 운동, 스마트폰 

사용 특성 등 전반적인 생활패턴이 월경곤란증과의 관

계 및 영향 요인을 분석하여 여대생들의 월경곤란증 완

화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대생의 생활패턴에 따른 월경곤란증의 

차이 및 변수 간의 관계 및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C도 J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자 대

학생 중 월경곤란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

적과 취지, 연구 참여자의 권리 및 익명성 보장 등을 설

명하고 이에 자의적으로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수는 G*Power 3.1.7 program를 이용하

여 예측변수 9개,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80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표본 수는 114명으로 산출되

었으며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136명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진행하였다.  

2.3 설문 문항 및 연구도구

2.3.1 일반적 특성, 월경 특성 및 생활패턴 특성

2.3.1.1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나이, 체중, 신장으

로 구성하였으며 체중과 신장을 근거로 하여 BMI를 산

출하였다. 

2.3.1.2 월경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월경 특성은 초경연령, 월경주기, 

월경기간, 월경량을 질문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2.3.1.3 생활패턴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생활패턴 특성은 흡연 특성, 음주 

특성, 스마트폰 사용 특성, 운동여부, 신발 종류, 커피음

용여부를 질문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2.3.2 스마트폰 중독

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을 측정하기 위해서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15]에서 개

발한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5

문항으로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지향성, 금단, 내성 등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

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역 문항(4, 10, 15)은 역환산 처리하였다. 점수

의 분포는 1-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81이였고 본 연구에서는 .89이였다. 

2.3.3 일반적 식습관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식습관을 측정하기 위해 

Chung & Shim[16]의 연구에서 사용한 일반적 식습관 

설문지를 Gwak[17]이 수정ㆍ보완한 문항을 사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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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적 식습관은 식생활과 관련된 습관을 묻은 질

문으로 식사의 규칙성, 아침식사 결식, 우유 및 유제품

ㆍ단백질ㆍ지방 및 튀김요리ㆍ과일 및 야채ㆍ야식 섭취 

등을 묻은 총 11문항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

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1-5점이며 점수가 높을

수록 식습관 태도가 좋음을 의미한다. Gwak[17]의 연

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72였고 본 연구에서는 

.78이였다.

2.3.4 나트륨 식행동

본 연구 대상자의 나트륨 식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Moon & Rho[18]의 연구에서 사용한 나트륨 식행동

을 Gwak[17]이 수정ㆍ보완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나

트륨 식행동은 나트륨이 많이 함유된 식품 섭취에 대한 

행동을 묻는 질문으로 일품요리(볶음밥, 덮밥 등)ㆍ라면

이나 국수, 우동ㆍ가공육류(베이컨, 소시지 등)ㆍ패스트

푸드(햄버거, 치킨 등)ㆍ국, 찌개, 면 종류의 국물ㆍ김치 

등의 섭취에 대한 질문과 식사 시 음식에 소금이나 간

장을 더 넣는지, 맵고 자극적인 음식의 선호, 외식을 자

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총 9문항의 질문으로 구성되

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아니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짜게 먹지 않는 식행동을 의미한다. 

Gwak[1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70였고 

본 연구에서는 .68이였다.

2.3.5 월경곤란증

본 연구 대상자의 월경곤란증을 측정하기 위해 Han 

& Hur[19]가 개발한 월경곤란증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3문항 4점 Likert 척도로, ‘증상이 없다’ 1점에서 

‘증상이 나타나고 매우 심하다’ 4점까지이며, 점수의 범

위는 13-5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월경곤란증이 심

한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개발 당시 Cronbach’s α 

계수는 .79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7이였다. 

2.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9년 11월 18일-29일까지 

총 2주 동안 C도 J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자 대학생 중 

월경곤란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

며 현재 3개월 동안 무월경, 의사로부터 골반의 기질적

인 병변에 의한 질환을 진단 받은 자, 부인과 질환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자는 제외하였다. 

설문에 앞서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 연

구 참여자의 권리 및 익명성 보장 등을 설명하고 이에 

스스로 동의한 자에게 서명을 받은 후 설문조사를 진행

하였다.  

총 136부를 배포하여 회수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한 

설문지 2부, 무응답 및 통계처리가 부적절한 1부를 제

외한 총 133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2.5 자료분석 방법

수집 된 자료는 SPSS WIN 21.0 program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 월경 특성, 생활패턴 특성, 스마

트폰 중독, 일반적 식습관, 나트륨 식행동, 월경곤란증 

정도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둘째, 일반적 특성, 월경 특성, 생활패턴 특성에 따른 

월경곤란증의 차이는 t-test, ANOVA를 이용하였으며 

사후 검정은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 일반적 식습관, 나트

륨 식행동, 월경곤란증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월경곤란증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

인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평균 연령

은 20.46세로 18-28세의 분포를 갖고 있으며 20-21

세가 45.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19세 이하로 나타

났다. 키와 체중을 근거로 산출된 BMI는 정상이 61.7% 

많았고 그 다음 저체중(19.5%), 과체중 이상(18.8%)으

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33)

Characteristics n(%)
M±SD

(Range)

Age

≤ 19 41(30.8)
20.46±1.57

(18-28)
20-21 60(45.1)

≥ 22 32(24.1)

BMI

Underweight 26(19.5)
20.81±2.77
(15.4-30.1)

Normal 82(61.7)

≥Overweight 2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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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상자의 월경 특성

대상자의 월경 특성은 Table 2와 같다. 평균 초경연

령은 12.53세이며 분포는 9-17세로 나타났다. 월경주

기는 정상주기인 21-34일이 84.2%, 그 다음은 희발월

경에 속하는 35일 이상이 12.8%, 20일 이하인 빈발월

경은 3.0%로 나타났다. 월경기간은 3-6일이 56.4%, 7

일 이상이 43.6%로 나타났으며 월경량은 보통이 

80.5%로 나타났다. 

Table 2. Menstrual Characteristics       (N=133)

Characteristics n(%)

Menarche
Age

(Year)

≤ 12 age 68(51.1)

≥ 13 age 65(48.9)

M±SD
(Range)

12.53±1.53
(9-17)

Menstrual Cycle
(Day)

≤ 20   4( 3.0)

21-34 112(84.2)

≥ 35 17(12.8)

M±SD
(Range)

32.30±12.89
(10-120)

Mentrsual Period
(Day)

3-6 75(56.4)

≥ 7 58(43.6)

M±SD
(Range)

6.19±1.99
(3～21)

Mentrsual
Amount

Less (4 pads less/day) 17(12.8)

Usually 107(80.5)

Many (more than 8 
pads/day)

  9( 6.8)

3.3 대상자의 생활패턴 특성

대상자의 생활패턴 특성은 Table 3과 같다. 

흡연 특성을 살펴보면, 흡연은 안하고 있는 경우가 8

6.5%로, 피우는 경우는 13.5%로 나타났다. 담배를 피

운 평균 기간은 2.43년으로 분포는 0.3-7년으로 나타

났으며 1년 이내가 44.4%로 많았고 그 다음은 2년 초

과 38.9%로 나타났다. 주당 피우는 평균 담배 개비는 

36.35개비로 2갑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분포는 0.25-

105개비로 나타났다. 

음주 특성을 살펴보면, 음주는 하는 경우가 78.2%로 

많았으며 주당 평균 빈도는 1.12회이며 분포는 0.08-5

회였고 1회 미만이 4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2

회 이상(26.0%)으로 나타났다. 1회 평균 음주량은 1.50

병으로, 분포는 0.33-4병이였으며 1병 이내로 마신다

가 49.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01-2병(41.3%)

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용 특성을 살펴보면, 하루 평균 음성통화

시간은 1.63시간으로, 분포는 0-12시간까지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1시간 이내가 59.4%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1.01-2시간, 2시간 초과가 각각 17.3%, 

18.0%로 비슷하였다. 스마트폰 평균 사용시간은 5.65

시간, 분포는 0.5-20시간으로 나타났다. 44.4%가 

3.01-6시간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3시간 이내

(25.6%), 6.01-9시간(19.5%) 순으로 나타났다. 수면 전 

스마트폰 평균 사용 시간은 1.53시간으로 분포는 0-7

시간이였으며 1시간 이내 사용한다가 57.1%로 가장 많

았고 1.01-2시간 (25.6%), 2시간 초과(15.0%), 사용 안

한다(2.3%) 순으로 나타났다. 수면 시 대상자와 스마트

폰과의 거리는 머리 옆(베개 옆)에 놓고 잔다가 51.9%

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나의 몸에서 30cm 이내가 

36.8%로 수면 시 스마트폰을 매우 가까이 놓고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은 안 하고 있는 경우가 69.9%로 

많았으며 평소 신은 신발 종류로는 운동화가 68.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구두(단화, 힐 등)가 20.3%로 나

타났다. 커피는 마시는 경우(48.9%)보다 안 마시는 경

우(51.1%)가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Life Pattern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n(%)

Smoking

No 115(86.5)

Yes 18(13.5)

Years Being 
Smoker
(N=18)
(Years)

≤ 1 8(44.4)

1.01-2 3(16.7)

＞ 2 7(38.9)

M±SD
(Range)

2.43±2.01
(0.3-7)

Number of 
Cigarettes
(N=18)
(Week)

1-20 6(33.3)

21-40 6(33.3)

≥ 41 6(33.3)

M±SD
(Range)

36.35±32.82
(0.25-105)

drinking

No 29(21.8)

Yes 104(78.2)

Frequency
(Number
/Weeks)

＜ 1 51(49.0)

1-1.99 26(25.0)

≥ 2 27(26.0)

M±SD
(Range)

1.12±.87
(0.08-5.00)

Alcohol 
Consumption
(Bottle)

0.01-1.00 51(49.0)

1.01-2.00 43(41.3)

≥ 2.01  10(9.6)

M±SD
(Range)

1.50±.72
(0.3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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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ife Pattern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n(%)

Smart-
phones

Voice Calls per 
Day
(Hour)

No 7( 5.3)

≤ 1 79(59.4)

1.01-2 23(17.3)

＞ 2 24(18.0)

M±SD
(Range)

1.63±1.99
(0-12)

Usage
(Hour)

≤ 3 34(25.6)

3.01-6 59(44.4)

6.01-9 26(19.5)

＞ 9 14(10.5)

M±SD
(Range)

5.65±3.12
(0.5-20)

Phone Use 
before Bed 
(Hour)

No 3(2.3)

≤ 1 76(57.1)

1.01-2 34(25.6)

＞ 2 20(15.0)

M±SD
(Range)

1.53±1.03
(0-7)

Distance from 
Cell Phone 
While Sleeping 
(cm)

Near One's 
Head 

69(51.9)

＜ 30 49(36.8)

30-100 12(9.0)

100-299 3(2.3)

≥ 300 0(0)

Exercise
No 93(69.9)

Yes 40(30.1)

Types of 
Shoes 

Sneakers 91(68.4)

Shoes( flats, heels) 27(20.3)

both(sneakers + heels) 15(11.3)

Coffee
No Drinking 68(51.1)

Drinking 65(48.9)

3.4 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 일반적 식습관, 나트륨 

식행동, 월경곤란증 정도

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 일반적 식습관, 나트륨 식

행동, 월경곤란증 정도는 Table 4와 같다. 스마트폰 중

독은 1-4점 범위에서 2.41점, 일반적 식습관은 1-5점 

범위에서 2.52점, 나트륨 식행동은 1-5점 범위에서 

2.78점, 월경곤란증은 13-52점 범위에서 25.20점으로 

나타났다. 

Table 4. Level of Smartphone Addiction, Dietary 

Habits, Salt-Related Dietary, Dysmenorrhea

Variable M±SD Range

Smartphone Addiction 2.41±0.47 1-4

Dietary Habits 2.52±0.49 1-5

Salt-Related Dietary 2.78±0.54 1-5

Dysmenorrhea 25.20±8.14 13-52

3.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월경 특성, 생활패턴 특

성에 따른 월경곤란증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월경 특성, 생활패턴 특성에 

따른 월경곤란증의 차이는 Table 5와 같다. 

대상자의 월경곤란증은 일반적 특성 중 연령

(F=12.65, p<.001), BMI(F=3,62, p=.030), 월경 특성 

중 월경기간(t=6.31, p=.013), 생활패턴 특성 중 흡연

유무(t=2.66, p=.009), 스마트폰 음성통화시간(F=3.14, 

p=.047), 운동유무(t=2.66, p=.009)에 따라 통계적으

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월경 특성 중 초경나이(t=0.57, p=.571), 월경주

기(F=1.36, p=.261), 월경량(F=0.22, p=.806), 생활패

턴 특성 중 흡연년수(F=0.97, p=.402), 주당 흡연정도

(F=0.04, p=.963), 음주유무(t=-0.39, p=.694), 주당 

음주빈도(F=0.83, p=.438), 음주량(F=0.38, p=.683), 

하루 스마트폰 사용시간(F=0.40, p=.752), 수면 전 스

마트폰 사용시간(F=0.09, p=.966), 수면 시 스마트폰과

의 거리(F=2.48, p=.064), 신발종류(F=0.32, p=.728), 

커피유무(t=0.93, p=.354)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에서 19세 

이하가 20-21세, 22세 이상보다 월경곤란증이 심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BMI에서 저체중이 정상, 과체중보다 

월경곤란증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경기간에

서 7일 이상이 3-6일보다,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월

경곤란증이 심하였으며 스마트폰 음성통화시간에서 2

시간 초과가 월경곤란증이 가장 심하였고 그 다음 

1.01-2시간, 1시간 이내로, 음성통화가 길수록 월경곤

란증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유무에서는 운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하고 있는 경우보다 월경곤란증

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Difference of Dysmenorrhea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tics, Menstrual Characteritics

& Life Pattern Characteritics

Characteristics
Dysmenorrhea

M±SD t or F(p)

Age

≤ 19 29.73±9.29a

12.65
(.000)
a>b

20-21 24.27±6.38b

≥ 22 21.13±6.90b

BMI

Low weight 28.96±10.05a

3.62
(.030)
a>b

Normal 24.18±7.54b

＜Overweight 24.60±6.9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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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ifference of Dysmenorrhea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tics, Menstrual Characteritics

& Life Pattern Characteritics

Characteristics
Dysmenorrhea

M±SD t or F(p)

Menarche
Age(years)

≤ 12 25.59±8.37 0.57
(.571)≥ 13 24.78±7.94

Menstrual Cycle
(Years)

≤ 20 31.00±8.12
1.36

(.261)
21-34 25.23±8.41

≥ 35 23.59±5.66

Mentrsual 
Period(Day)

3-6 23.67±6.72 6.31
(.013)≥ 7 27.17±9.37

Mentrsual
Amount

Less (4 pads 
less/day)

26.41±8.12

0.22
(.806)

Usually 25.01±8.23

Many (more 
than 8 pads/day)

25.11±7.87

Smoking 
No 24.47±8.08 2.66

(.009)Yes 29.83±7.13

Years Being 
Smoker
(Years)

≤ 1 32.13±3.04
0.97

(.402)
1.01-2 25.67±13.43

＞ 2 29.00±7.53

Number of 
Cigarettes 

(Week)

1-20 30.50±7.45
0.04

(.963)
21-40 29.67±5.82

≥ 41 29.33±9.09

Drinking
No/Yes

No 25.72±7.62 -0.39
(.694)Yes 25.05±8.31

Drinking-freque
ncy

(Number
/Weeks)

＜ 1 8.39±0.94
0.83

(.438)
1-1.99 8.64±1.70

≥ 2 6.81±1.31

Alcohol 
Consumption

(Bottle)
(1Number)

0.01-1.00 25.65±7.99
0.38

(.683)
1.01-2.00 24.30±8.19

≥ 2.01  25.40±9.67

Voice Calls 
(Hours/Day)

≤ 1 23.96±6.83
3.14

(.047)
1.01-2 25.00±8.01

＞ 2 28.63±11.01

Smartphone 
Usage

(Hours/Day)

≤ 3 24.29±7.54

0.40
(.752)

3.01-6 25.03±9.07

6.01-9 25.81±6.18

＞ 9 26.93±9.18

Smartphone 
Use before Bed

(Hours)

NO 23.67±7.09

0.09
(.966)

≤ 1 23.99±8.35

1.01-2 25.59±7.86

＞ 2 25.55±8.48

Distance from 
Cell Phone 
while 
Sleeping(Cm)

Near One's Head 27.16±8.66

2.48
(.064)

＜ 30 24.33±13.32

30-100 23.12±6.41

100-299 23.06±6.35

Exercise
No 26.26±8.66 2.66

(.009)Yes 22.73±6.19

Types of Shoes 

Sneakers 8.07±0.85
0.32

(.728)
Shoes 9.40±1.81

Both 6.28±1.62

Coffee
No Drinking 25.84±8.47 0.93

(.354)Drinking 24.52±7.79

3.6 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 일반적 식습관, 나트륨 

식행동, 월경곤란증 간의 관계

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 일반적 식습관, 나트륨 식행

동, 월경곤란증 간의 관계는 Table 6과 같다. 월경곤란

증과 일반적 식습관(r=-.441, p＜.001)과의 관계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보통의 역 상관관계를, 나트륨 

식행동(r=-.214, p=.013)과는 약한 역 상관관계를 보였

다. 즉, 대상자의 일반적 식습관이 나쁠수록, 나트륨 식

행동이 낮을수록 월경곤란증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 식습관과 나트륨 식행동(r=205, p=.018)

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약한 순 상관

관계를 보였다. 즉, 일반적 식습관이 좋을수록 짜게 먹

지 않는 식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Correlation between of Smart Addiciton, 

Dietary Habits, Salt-Related Dietary, and 

Dysmenorrea

Variable
X1 X2 X3 X4

r(p)

X1 1

X2
-.011

(.897)
1

X3
-.142

(.104)

.205

(.018)
1

X4
.027

(.756)

-.441

(.000)

-.214

(.013)
1

X1: Smart Addiction X2: Dietary Habits 

X3: Salt-Related Dietary X4: Dysmenorrhea

3.7 대상자의 월경곤란증에 미치는 영향 요인

대상자의 월경곤란증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알아보

기 위해 월경곤란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 중 연령(19세 이하=0, 20-21세, 22세 이

상=더미처리), BMI(저체중=0, 정상, 과체중=더미처리), 

월경 특성 중 월경기간(7일 이상=0, 3-6일=1), 생활패

턴 특성 중 흡연유무(비흡연=0, 흡연=1), 스마트폰 음성

통화시간(1시간 이내=0, 2시간 이내, 2시간 초과=더미

처리), 운동유무(안한다=0, 한다=1)는 가변수 처리하고 

통제변수로 투입하였으며 그 외 스마트폰 중독, 일반적 

식습관, 나트륨 식행동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식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다.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은 Durbin-Watson 지수를 이용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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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bin-Watson 지수가 1.941로 2에 가까워 자기상

관이 없이 독립적임을 알 수 있다. 독립변수 간 다중공

선성의 문제는 공차한계(Tolerance)가 .981-.996로 

.10 이상이였으며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는 1.005-1.019로 10 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데이터는 회귀분

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대상자의 월경곤란증 회귀모형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6.880, p＜.001) 모형

의 설명력은 29.3%로 나타났다. 일반적 식습관(β

=-.457)이 월경곤란증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흡연(β=.175), 음성통화(2

시간 초과)(β=.163) 순으로 월경곤란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적 식습관이 나쁠수록 월경곤

란증이 심해지며 비흡연자보다는 흡연자가, 음성통화가 

1시간 이내인 대상자보다는 2시간 초과인 대상자가 월

경곤란증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Influencing Factors on Dysmenorrhea 

Among Subjects

Variable B SE β t(p)

Constant 43.178 3.382 12.769(.000)

Dietary Habits -7.703 1.295 -.457 -5.950(.000)

smorking(Yes) 4.143 1.806 .175 2.294(.023)

voice calls

(〉2 hours)
3.356 1.579 .163 2.125(.036)

R2=.293, Adj R2=.276, F=16.880, p＜.001

4. 논의

본 연구는 여대생의 생활패턴에 따른 월경곤란증의 

차이 및 변수 간의 관계 및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

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월경곤란증의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 BMI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에서는 19세 이하가 20-21세, 22세 

이상보다 월경곤란증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

대생의 연령에 따른 월경곤란증을 본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는 할 수 없지만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Shim[20]의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상이한 결과이나 20-24세

가 25-27세보다 월경곤란증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또한 Kim[21]은 학년별로 차이를 본 결과 유의하

지 않았고 평균 점수로 비교한 결과 학년이 높을수록 

월경곤란증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별 조

사 대상자의 수 분포가 본 연구는 고른 분포를 갖는데 

반해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Shim[20]의 경우 연령

별 조사 대상자의 분포가 78%, 16%, 3%로, Kim[21]

의 경우 학년별 0.9%, 67.8%, 25.8%, 5.5%로 편차가 

너무 심하여 분류된 대상자의 답변을 일반화 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 연령별 조사 대상

자 수의 고른 분포를 통해 월경곤란증의 정도를 검증하

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BMI는 저

체중이 정상, 과체중보다 월경곤란증이 심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Montero, Bernis, Fernandez & 

Castro[22]의 연구에서 저체중군이 정상이거나 비만인 

군에 비해 월경곤란증의 경험빈도가 높게 나타나 본 연

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Shim[20]과 청소년을 대상으

로 한 Jung & Kim[6]의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으나 이들 연구에서 BMI가 높을수록 월경곤

란증의 점수는 높아져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체중 

감소는 통증의 역치를 저하시켜 월경곤란증이 심하게 

호소하는 것[2]으로 알려져 있어 본 연구 대상자가 대

학생이 되면서 외모에 대한 관심으로 체중조절을 통해 

BMI가 낮아진 경우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차후 최

근의 체중 변화와 BMI에 따른 월경곤란증의 차이를 검

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월경 특성에 따른 월경곤란증의 

차이는 월경기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경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 3-6

일보다 월경곤란증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ee, 

Jung, Lee & Park[23]의 연구, Kim[21]의 연구와 일

치하는 결과이며 Shim[20]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7일 이상이 4-6일보다 월

경곤란증 점수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부분적으

로 일치하였다. 이는 월경기간이 긴 월경과다의 경우 

일반적으로 내분비계와 기질적인 문제, 경구피임약 복

용, 비만, 다낭난소증후군 등의 원인으로 발생[2]하고 

있어 이로 인해 월경 시 불편감이 더 있었을 것으로 사

료된다. 특히 다낭난소증후군의 경우 가임기 여성의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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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분비 질환으로 규칙적인 운동과 식이조절을 통한 

생활습관 교정과 비만 시 체중감량이 제1차 치료법으

로 하고 있고 그 외 불규칙한 월경주기를 교정 하는 치

료를 하고 있다[2]. 그러므로 비정상적인 월경기간을 갖

고 있는 여대생의 경우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식습관 

및 생활습관을 교정하도록 하며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

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적극적인 대처를 유도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생활패턴 특성에 따른 월경곤란증

의 차이는 흡연, 스마트폰 음성통화시간, 운동유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obinson, Plichta, Weisman, Nathanson & 

Ensminger[24]의 연구, Lee, Jung, Lee & Park[23]

의 연구에서 흡연여성이 비흡연 여성에 비하여 월경곤

란증의 빈도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흡연이 중추신경계 조절에 변화를 일으키거

나 항에스트로겐의 역할로 자궁내막의 성장 또는 월경

을 일으키는 생물학적 신호에 영향을 주어 출혈 양상의 

변화로 월경기간이 길어지고 월경곤란증의 기간이 증

가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25]. 2017 National 

Health Statistics[26]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의 흡연

률은 6.0%로 2007년 5.3%보다는 0.7% 증가하였고 그 

이후 매년 증감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별 

흡연율은 19-29세가 9.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므로 여대생들의 월경곤란증의 완화를 위해서

는 금연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속적인 관

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스마트폰 음성통화시간은 2시간 초과가 1시간 이내, 

1.01-2시간보다 월경곤란증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과 월경곤란증과의 차이를 본 선행연구

가 없어 비교는 할 수 없지만 Gutschi, Mohamad 

Al-Ali, Shamloul, Pummer & Trummer[27]는 연구

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남자의 정액 인자에 영향을 미쳐 

휴대전화의 지나친 사용은 정자 수를 감소시키고, 정자

의 질을 떨어뜨려 불임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휴대전화 

사용을 되도록 자제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진행한 연구에서는 뇌종양 발생

과 휴대전화 사용시간과의 연관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

온 반면 스웨덴의 한 연구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이 뇌종

양 발생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14]. 이렇듯 휴대전화 

전자파와 인체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가 일관성이 없고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연구는 현재 설문조사를 바탕으

로 둔 대상자들의 기억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성

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28]는 건강하고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방법으로 음성통화보다는 문자메시지나 SNS를 이

용할 것과 통화 시, 좌우 얼굴 부위를 교대로 접촉하고 

통화는 짧게 하며 휴대폰이 인체로부터 멀수록 전자파

에 대한 노출 정도는 감소하기 때문에 직접 통화보다 

이어폰이나 블루투스를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한 

가지 본 연구에서 주목할 것은 수면 시 나와 스마트폰

과의 거리와 월경곤란증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수면 시 스마트폰을 

머리 옆에 두고 자는 대상자의 경우 월경곤란증이 27

점으로 상당히 높은 반면 30cm 이내, 30cm-1m, 

1-3m 미만은 23.06-24.33점으로 낮게 나타나 추후 

스마트폰 사용 시 나와의 거리가 월경곤란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검증해 볼 필요가 있겠

다. 자궁과 난소는 시상하부-뇌하수체-난소 축에 의해 

영향을 받아 주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

면 귀에 대고 사용한 휴대폰의 음성통화는 분명 시상하

부와 뇌하수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

로 여성들에게 올바른 휴대폰 사용 가이드를 교육하고 

실천하도록 하여 여성의 생식 건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운동은 하고 있는 경우가 하고 있지 않는 경우보다 

월경곤란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산소운동

을 통해 월경곤란증의 감소 효과를 본 Kim[29], 

Oh[3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운동이 

혈관이완을 통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내인성 아편 물

질인 β-엔돌핀의 분비를 증가시키며 프로스타글란딘의 

분비를 억제하여 월경의 불편감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그러나 격렬한 운동은 프로게스테론, 

프로락틴, 난포자극호르몬, 황체호르몬 등 호르몬의 불

균형을 초래하여 월경주기의 변화, 무월경, 희발월경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31] 본인의 체력을 감안한 적당

한 운동요법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월경곤란증과 관련 요인들 간의 관계에서 월경곤란

증과 일반적 식습관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보통의 역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일반적 식습관이 나

쁠수록 월경곤란증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

년을 대상으로 한 Jung & Kim[6]연구에서 식사양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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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규칙한 학생, 편식을 하는 학생이 월경곤란증이 심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하며 육류 섭취 빈도가 높을수

록 월경곤란증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Lee, 

Jung, Lee & Park[23]의 연구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한

다. 그러나 Lee et al.[3]의 연구에서 식습관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이

다. Park et al.[2]은 비타민 B 섭취부족이 월경곤란증

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어 추후 월경곤란증과 식

습관과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나트륨 식행동이 낮을수

록 월경곤란증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경곤란

증과 나트륨 식행동을 본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는 할 

수 없지만 Susan Scott Ricci[4]는 월경곤란증의 치료 

및 교육지침에서 짠 음식 섭취를 제한해야 함을 언급하

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염분 섭취가 몸 안의 수분 정체

로 이어져 원활한 혈액순환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것

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월경곤란증에 미치는 영향 요인

으로 일반적 식습관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흡연, 음성통화 순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적 식습관이 나쁠수록 월경곤란증이 심해지고 

비흡연자보다 흡연자가, 음성통화가 1시간 이내인 대상

자보다는 2시간 초과인 대상자가 월경곤란증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uin Examination Survey[7]에서 19-29세가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이 가장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주

기적으로 반복되는 월경곤란증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

는 여대생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에 대한 교육을 통해 영

양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여대생 연령인 19-29세에서 9.7%로 흡연비율

이 가장 높았던 점을 감안하여 금연운동을 통한 올바른 

생활습관을 유도해야 할 것이며 일부 여성들이 통증 완

화를 위한 방법으로 흡연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6] 

올바른 월경곤란증 완화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 보

인다. 

아직 월경곤란증과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전자파 

관련 연구는 전무한 상태로 현재 전자파와 인체 유해성

에 대한 연구는 진행 중이지만 몇몇 연구결과를 보면, 

휴대전화를 바지에 넣고 다니는 남성의 경우 정자 수와 

질이 떨어지며 음성통화를 많이 사용하면 뇌종양을 비

롯한 뇌질환을 유발한다는 연구들이 있고[14] 국립전파

연구원의 올바른 휴대전화 가이드에서도 휴대폰이 인

체로부터 멀수록 전자파에 대한 노출 정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직접 통화보다는 이어폰이나 블루투스를 사용

을 권장하는 만큼 이에 대한 홍보를 통해 인체의 전자

파 노출을 최대한으로 감소시켜 여성의 삶의 질을 높여

야겠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대생의 생활패턴에 따른 월경곤란증의 

차이 및 변수 간의 관계 및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월경곤란증은 일반적 특성 중 연령, 

BMI, 월경 특성 중 월경기간, 생활패턴 특성 중 흡연유

무, 스마트폰 음성통화시간, 운동유무에 따라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 일반적 식습관, 나트

륨 식행동, 월경곤란증 간의 상관관계는 일반적 식습관

이 나쁠수록, 나트륨 식행동이 낮을수록 월경곤란증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상자의 월경곤란증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는 일반적 식습관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 흡연, 음성통화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

자 한다. 

첫째, 본 연구결과와 상이한 결과를 보인 연령별, 

BMI에 따른 월경곤란증의 차이와 일반적 식습관과 나

트륨 식행동 간의 관련성에 대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여성의 월경과 전자파와의 관계를 검증할 연구

를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월경곤란증 완화를 위

한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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