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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월경장애의 정확한 빈도와 발병률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

지만 사춘기가 지난 여성의 약 에서 월경곤란증을 느끼고50%

그 중 는 매달 일 동안 아무런 일을 할 수 없을 정10% 1 3～

도로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대한산부인(Griffith-Kenedy, 1986;

과학회 월경곤란증은 월경중이나 시작직전에 발생하는, 1997).

통증으로 간주되며 원발성 월경곤란증은 골반의 병변이 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넒은 의미의 생리통 범주에 들어간다정문숙(

등 월경곤란증은 자궁의 허혈을 초래하는 자궁근육층, 1996).

의 과도한 수축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실제 월경곤란증이(Milsom, Hender & Mannheimer, 1994),

있는 대상자의 자궁내압은 안정시 평균 인데 비해55.3 mmHg

수축시 평균 로 분만시 통증이상으로 그 정도가175 mmHg

심각하였다(Andersch & Milsom, 1982). Campbell & McGrath

는 고등학생의 가 월경곤란증이 있고 이들 중(1997) 93% , 70%

는 약물을 복용한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조수현 김기돈 김, , ,

승룡 조삼현 황윤영 의 조사에서는 여고생의 월경에 대, , (1999)

한 문제점으로 월경통 불규칙 월경 이차성 무73.9%, 28.3%,

월경 로 나타났다16.2% .

이와 같이 청소년의 월경곤란증의 빈도가 높고 그 정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월경곤란증은 그동안 여성의 배란주기,

에 따라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별로 심각하지 않은 정

도에서 일상생활을 주기적으로 방해하는 정도로 당연히 겪어

야 한다고 생각하여 의학적으로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박영주 권혜연 이인선 특히 청소년기는 월경( , 1990; , , 2001).

장애가 특히 잘 유발되는 시기로 청소년기의 월경장애는 생

식기관 또는 비생식기관의 이상을 암시하는 첫 신호가 되며,

차후 성인이 된 후의 생식생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송병기 그러나 월경(Reindollar & McDonough, 1983; , 1992).

곤란증의 문제점은 증상이 복합적이고 반복적이어서 치료에

어려움이 많으며이인숙 월경곤란증에 대한 관리로 약( , 1998),

물이나 대증요법 수술요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

지만 대부분의 청소년은 월경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

한 가장 손쉬운 대처방법으로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다 진통.

제는 우리나라 실정상 의사의 처방없이도 누구나 손쉽게 구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용하기가 쉬우며 진통제의 사용은 일시,

적인 증상의 경감에 불과한 것으로 과량 복용이나 장기 사용

하게 될 때 약물에 의존하게 되며 습관화될 수도 있어 많은

신체적정신적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박영주( , 1990).

의 연구에서도 청소Chambers, Reid, McGrath & Finley(1997)

년의 에서 가 월경시 동통으로 약물을 복용한 적58.3% 75.9%

이 있다고 하였고 이들 중 몇몇은 약물 과량 복용 등 부적절,

하게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과.

중한 입시위주의 교육이 주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습관 한냉 자극에의 노출 적절치 못한 식생활 습관 등, ,

의 생활양식의 변화로 월경이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

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관리를 받기보다는 약물오용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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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되기 쉽다권혜연 이인선 따라서 학교보건 차원( , , 2001).

에서 청소년의 월경곤란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월경

곤란증의 실태와 월경곤란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

여 지속적인 규명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선행연구에서 월경곤란증의 영향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으로는 초경연령 월경곤란증 가족력 월경주기 월경량 산과, , , ,

력 월경력 경구용 피임 사용 결혼유무 등의 월경 및 산과적, , ,

특성(Sundell, Milsom & Spielholz, 1990; Jarrett, Heikemper &

과 비Shaver, 1995; Hewison et al., 1996; Cintio et al., 1997)

만 흡연 성격 운동 등의 건강관련 특성들김미영 정문숙, , , ( , ,

정귀애, 2000; Harlow & Park, 1996; Montero, Bernis,

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Fernandez & Castro, 1996) .

대부분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이며 그 결과에서,

월경곤란증과 영향요인과의 관련성이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아

서 청소년의 월경곤란증의 영향요인에 대한 통합적 지식을

제공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월경곤란증의 현황을 파

악하고 월경곤란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여 월경곤, ,

란을 호소하는 청소년을 위한 학교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의 월경곤란증과 월경곤란증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과 월경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 및 월경관련 특성에,∙

따른 월경곤란증 정도를 비교 확인한다.

청소년의 월경곤란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용어 정의
월경곤란증 월경중이나 월경시작 직전에 발생하는 통증:∙

을 말하며 주로 하복부 통증 허리 통증이외에 오심 구토, , ,

어지럼증 설사 두통 신경과민 등의 증상들을 포함한다, ,

대한산부인과학회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월경중( , 1997).

이나 월경시작 직전에 호소하는 월경통을 점 척도로 측3

정한 점수를 말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의 월경곤란증의 실태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탐색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을 표적 모집단으로

하였으며 대상자 표본은 시의 개구 교육청별로 각 개 고, B 6 1

등학교를 임의로 선정한 후 각 학교별로 학년 여학생을1 2～

편의추출에 의해 선정하였으며 총 명이었다 조사된 자, 1653 .

료 중에서 무응답이 많은 자료 부를 제외하고 부를 최30 1,623

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각 고등학2002 11 1 11 30

교의 학교장에게 사전허락을 받은 뒤 보건교사를 통하여 이

루어졌다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뒤 참여하기를 수락한 대상자에게 자가 보고식 설문지,

로 직접 응답하게 하였으며 설문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30

분 정도이었다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청소년의 월경곤란증과 영향요

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헌고찰이인숙 김미영 등( , 1998; ,

을 통해 본 연구자가 구성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일반2000) .

적 특성학년 성격 키 체중 건강관련특성식사양상 편식유( , , , ), ( ,

무 흡연경험 음주경험 운동여부 수면시간 스트레스 정도, , , , , ,

건강상태 인식 월경관련 특성월경곤란증 정도 초경연령 월), ( , ,

경주기 출혈량 출혈기간 월경곤란증 가족력 월경곤란증 시, , , ,

기 월경곤란증 대처방안 월경곤란증과 진통제 사용정도 병, , ,

원방문 경험 이용하는 의료기관으로 총 문항이었다 본 연, ) 25 .

구의 종속변수인 월경곤란증 정도는 심하다 점 조금 있다‘ ’ 2 , ‘ ’

점 없다 점의 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도구의 적1 , ‘ ’ 0 3 .

절성과 문항의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 청소년 명을 대상으50

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문

구로 수정하였으며 내용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간호학 교,

수 명 보건교사 명 한방산부인과 교수 명 통계학 교수2 , 2 , 1 , 1

명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을 이용하여 전산 처리하였으SPSS Win 10.0

며 대상자의 월경곤란증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대상자의 특성 건강관련 특성 월경관련 특성에 따른 월경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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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증의 차이는 검정 일원 분산분석으로 분석하였으며 일원t , ,

분산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경우에는 각 집단에 대하

여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월경곤란증에 영향을 미치Scheffe' .

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학년은 학년 학년1 48.2%, 2

이었으며 성격은 보통이라고 한 학생이 로 가장51.8% , 56.8%

많았으며 외향적 내성적 순이었다 체질량 지, 23.7%, 19.5% .

수 에서 저체중 과체중 이었다(BMI) 49.0%, 4.3% .

대상자의 월경관련 특성
대상자의 월경관련 특성은 표 과 같다< 1> .

대상자의 월경곤란증 정도는 조금 있다가 로 가장‘ ’ 52.9%

많았으며 심하다는 이었다 월경곤란증이 심하다고 한, ‘ ’ 29.8% .

대상자 중에서 월경곤란증의 시기는 초경 후 몇 년 후부터‘ ’

초경부터 계속 이었다 월경곤란증에 대한 주요51.9%, ‘ ’ 45.5% .

대처 방안으로는 진통제를 복용한다가 로 가장 많았으‘ ’ 33.3%

며 그냥 참는다는 이었다 통증과 진통제 사용과의 관, ‘ ’ 27.8% .

계에서 참고 진통제를 먹지 않는다가 로 가장 많았으‘ ’ 36.2%

며 간혹 먹는다 매번 먹는다 매번 생리기간, ‘ ’ 30.7%, ‘ ’ 18.6%, ‘

내내 먹는다 순이었다 월경곤란증으로 병원방문 경험이’ 3.5% .

있는 경우는 이었으며 주로 이용하는 기관은 약국으로17.9% ,

이었다41.9%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월경곤란증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월경곤란증 점수의 비교는

표 와 같다< 2>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월경곤란증 점수를 살펴보면

학년 성격 체질량지수 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 , (BMI)

으로 나타났다.

표 대상자의 월경관련 특성< 1> (n=1653)
특 성 대상자수(%)

월경곤란증
없다
조금 있다
심하다

281(17.3)

858(52.9)

484(29.8)

월경곤란증 발생시기§

초경부터 계속
초경 몇 년 후부터
기타

176(45.5)

201(51.9)

10( 2.6)

월경곤란증 주요 대처방안§

진통제 복용
그냥 참는다
누워 있거나 잠을 잔다
복부를 따뜻하게 한다
다른 일에 몰두한다

133(33.3)

111(27.8)

88(22.1)

57(14.3)

10( 2.5)

진통제 사용정도§

진통제 먹을 정도는 아니다
참고 먹지 않는다
간혹 먹는다
매번 먹는다
매번 생리기간 내내 많이 먹는다,

44(11.1)

144(36.2)

122(30.7)

74(18.6)

14( 3.5)

월경곤란증으로 병원방문경험§

있다
없다

65(17.9)

298(82.1)

월경곤란증시 이용하는 의료기관§

산부인과
내과소아과( )

한의원
약국
기타

43(21.2)

2( 1.0)

60(29.6)

85(41.9)

13( 6.4)

월경곤란증이 심한 대상자 무응답 제외§ (n=484),

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월경곤란증 점수 비교< 2> (n=1623)
특성 대상자수(%) 평균 표준편차 또는t F 값p

학년
학년1

학년2

783(48.2)

840(51.8)

1.10

1.15

0.68

0.68
2.969 0.085

성격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
보통이다

316(19.5)

385(23.7)

922(56.8)

1.09

1.18

1.12

0.65

0.73

0.66

1.418 0.242

체질량지수(BMI)§

20〉

20 24.9～

25.0≤

699(49.0)

667(46.7)

61( 4.3)

1.13

1.16

1.20

0.66

0.69

0.71

0.813 0.444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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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월경곤란증 정도
대상자의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월경곤란증 점수의 비교는

표 과 같다< 3> .

대상자의 건강관련 특성과 월경곤란증 점수 비교에서 식사

양상이 불규칙한 학생 편식을 하는 학생(t=10.988, p=0.001),

스트레스 인지정도가 높은 학생(t=5.252, p=0.022), (F=13.472,

건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학생p=0.000), (F=16.473,

의 월경곤란증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p=0.000) .

흡연경험 음주경험 운동여부 수면시간에서는 통계적으로 차, , ,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월경 특성에 따른 월경곤란증 정도
대상자의 월경 특성에 따른 월경곤란증 점수의 비교는 표<

와 같다4> .

대상자의 월경 특성과 월경곤란증 점수 비교에서 초경연령

이 세 이하인 경우 출혈양은 많거나 아13 (t=12.124, p=0.000), ,

주 많은 경우 월경곤란증 가족력에서 어(F=33.147, p=0.000),

머니 어머니와 자매가 월경곤란증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

에서 월경곤란증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F=27.029, p=0.000)

났다 그 외 월경주기 출혈기간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 ,

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월경곤란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월경곤란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

해서 대상자의 월경곤란증을 종속변수로 하고 단변량 분석에,

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변수들 중에서 다중 공선성을 고려

하여 선정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였으며 명명변수는 더미변,

수로 처리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

와 같다.

그 결과 청소년의 월경곤란증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출혈

량 월경곤란증 가족력 건강인식 초경연령 스트레스 인지정, , , ,

도로 나타났으며 총 변량의 를 설명하였다13.1% .

표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월경곤란증 점수 비교< 3> (n=1623)
특성 대상자수(%) 평균 표준편차 또는t F 값p 검정Scheffe'

식사양상
규칙적
불규칙적

786(48.4)

837(51.6)

1.07

1.18

0.68

0.67
10.988 0.000**

편식유무
한다
안한다

855(52.7)

768(47.3)

1.16

1.08

0.67

0.69
5.252 0.022*

흡연경험
현재 피움
피우다 끊음
원래 안피움

97( 6.0)

72( 4.4)

1454(89.6)

1.18

1.21

1.11

0.66

0.70

0.68

0.986 0.373

음주경험
현재 마심
마시다 끊음
원래 안피움

303(18.7)

100( 6.2)

1220(75.2)

1.16

1.24

1.10

0.70

0.61

0.67

2.398 0.091

운동여부
한다
안한다

428(26.4)

1195(73.6)

1.15

1.11

0.68

0.68
0.947 0.331

수면시간
시간 이하6

시간7 8～

시간 이상9

1033(63.6)

514(31.7)

76( 4.7)

1.09

1.18

1.08

0.67

0.69

0.72

2.779 0.062

스트레스 인지정도
높다
보통이다
낮다

952(58.7)

551(33.9)

120( 7.4)

1.19

1.05

0.93

0.66

0.67

0.75

13.472 0.000**

A

B

C

건강상태 인식
건강하다
보통이다
건강하지 않다

533(32.8)

659(40.6)

431(26.6)

1.01

1.13

1.26

0.65

0.67

0.69

16.473 0.000**

A

B

C

* p 0.05, **p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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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월경곤란증 정도를 파악하고 월경곤란,

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청소년을 위한 월

경곤란증 관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월경곤란증 정도는 조금 있다‘ ’

심하다 로 전체 대상자의 가 월경곤란증52.9%, ‘ ’ 29.8% 82.7%

을 호소하였다 월경곤란증이 심한 경우 주요 대처방안으로.

진통제를 복용한다 그냥 참는다 그외 누워‘ ’ 33.3%, ‘ ’ 27.8%,

있거나 복부를 따뜻하게 하거나 다른 일에 몰두하는 경우가,

로 나타났다 그러나 월경곤란증과 진통제 복용 정도와38.9% .

의 질문에서 간혹 사용한다 매번 먹는다 매‘ ’ 30.7%, ‘ ’ 18.6%, ‘

번 생리기간 내내 먹는다 로 나타나서 실제 진통제 사용’ 3.5%

율은 임을 알 수 있었다 월경곤란증으로 병원방문 경험52.8% .

이 있는 경우가 이었으며 주로 이용하는 기관은17.9% , 41.9%

가 약국이라 하였다 신재철 등 은 대 여성을 대상으. (1996) 10

로 월경시 불편감을 조사한 결과 가끔 또는 항상 경험하고‘ ’ ‘ ’

있다고 응답한 여성이 전체 대상자의 이었으며 이중에77.8%

서도 항상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이 전체의 라고‘ ’ 29%

보고하였고 여고생을 대상으로 했던 이경숙 의 연구에, (1996)

서는 대상자의 가 월경시 통증을 경험하며 매 월경시마93.9% ,

다 월경통을 경험하는 여학생은 라고 보고한 것과 비슷36.1%

한 양상을 나타냈다 임경택 등 은 여중생들을 대상으로. (1994)

한 연구에서 월경곤란증을 경험한 여학생은 였으며 이78% ,

가운데 통증의 정도가 심해서 학교를 결석 조퇴하는 경우는,

라고 하였다 월경곤란증 때문에 진통제를 복용한 경험이6.9% .

있는 경우는 였으며 이중 매 주기마다 복용하는 경우는45.3%

표 월경 특성에 따른 월경곤란증 점수 비교< 4> (n=1623)
특 성 대상자수(%) 평균 표준편차 또는t F 값p 검정Scheffe'

초경연령
세 이하13

세 세14 16～

세 이상17

658(39.8)

918(55.5)

47( 2.8)

1.22

1.06

1.18

0.65

0.69

0.72

12.124 0.000*

A

B

AB

월경주기
규칙적
불규칙적

866(53.3)

760(46.7)

1.11

1.14

0.67

0.68
0.963 0.327

출혈량
아주 많다
많다
보통이다
적다
아주 적다

80( 4.9)

540(33.3)

826(51.0)

148( 9.1)

26( 1.6)

1.61

1.30

1.00

0.99

0.63

0.61

0.64

0.65

0.66

0.82

33.147 0.000*

A

AB

B

B

C

출혈기간
일1 2～

일3 7～

일8 14～

일 이상15

36( 2.2)

1413(87.9)

146( 9.1)

12( 0.7)

1.08

1.12

1.21

1.33

0.77

0.66

0.72

0.79

1.178 0.317

월경곤란증 가족력
어머니
자매
어머니 자매,

없다

415(25.6)

170(10.5)

80( 4.9)

1111(68.4)

1.29

1.07

1.23

0.95

0.63

0.60

0.66

0.67

27.029 0.000*

A

B

A

B

무응답제외, * p 0.01〈

표 월경곤란증의 단계적 중회귀 분석 결과< 5>
변 수 B 표준오차 β t p

출혈량 -.184 .022 -2.100 -8.301 0.000

월경곤란증 가족력1) .268 .038 .181 7.112 0.000

건강인식 .076 .018 .110 4.275 0.000

초경연령 -.052 .013 -0.097 -3.879 0.000

월경곤란증 가족력2) .222 .076 .074 2.932 0.003

스트레스 -.059 .020 -0.075 -2.889 0.004

F=35.110 p=.000 R=.363 R
2
=.131

어머니 어머니 자매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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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가끔 복용하는 경우는 로 거의 반수 이상19.6% , 48.6%

이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경우에도.

등 은 청소년의 에서 월경곤란증이 있다Robinson (1992) 79.6%

고 하였고 그 중에서 에서 월경곤란증이 심각하다고 하, 18.2%

였으며 경구피임제를 사용하는 경우 월경곤란증이 감소되었,

다고 보고하였다 등 은 세의 고등학생을. Vicdan (1996) 13 18～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의 학생이 월경중 동통이 있다고, 78.1%

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가 자주 학교를 결석한다고 하였, 25.6%

다 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월경. Campbell & McGrath (1997)

불편감을 알아본 결과 가 월경시 불편감이 있다고 하였고93%

이들 중 가 약물을 복용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70% .

이 많은 수의 청소년은 월경곤란증에 대해 자각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받기보

다 대부분 그냥 참거나 자가 투약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청소년 월경곤란증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

었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월경곤란증 영향 요인으로 일반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 월경관련 특성을 조사하고 비교 분석하, ,

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월경곤.

란증 정도 비교에서 학년 성격 체질량 지수에서 통계적으로, ,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

(Sundell et al., 1990; Jarrett et al., 1995; Hewison et al.,

에서 월경곤란증은 연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한1996)

것과 상이한데 이는 본 연구에서 대상자를 고등학교 학, 1 2～

년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연령의 영향이 없게 나타난 것으

로 생각된다 월경곤란증과 성격과의 관련성에서 여대생을. ,

대상으로 한 이인숙 의 연구에서 성격과 월경곤란증 유(1998)

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과 일치하였다 그러나.

월경곤란증은 초경시 정신적인 충격이나 성적 역할의 수용에

갈등을 가지는 불안정된 성격을 가진 사춘기 학생에게 호발

한다고 한 와 의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이었Harlow Park(1996)

다 이는 본 연구에서 성격에 관련된 문항을 내성적 외향적. ,

또는 보통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므로 전반적인 성격을 판

단하기에 도구가 민감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성적 역할에 대,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명확한 비교가 어려웠다고

생각되며 추후 성 역할 수용 등과 관련된 성격특성과 월경곤

란증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또.

한 월경곤란증과 체중 키 체지량지수와의 관련성에서 본 연, ,

구결과에서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인숙.

의 연구에서 체질량지수와 월경곤란증 유무는 통계적으(1998)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Andersch & Milsom

등 의 연구에서 젊은 여성의 월경곤란증(1982), Sundell (1990)

의 유병률과 심각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신장과 체중

은 관련이 없다고 한 것과 일치하였다 그러나. Harlow &

의 연구에서 세에서 세 사이의 대학생을 대상Park(1996) 17 19

으로 조사한 결과 체중이 정상보다 많은 경우 월경곤란증이

증가하였으며 등 의 연구에서 체질량지수가 낮, Montero (1996)

은 군이 정상이거나 비만인 군에 비해 월경곤란증의 경험빈

도가 높다고 한 결과와는 상이하였다 그러므로 추후 정확한.

신체 계측을 통해 비만도를 확인하고 월경곤란증과 비만과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월경곤란증

정도 비교에서 식사양상이 불규칙한 학생 편식을 하는 학생, ,

스트레스 인지정도가 높은 학생 건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학생의 월경곤란증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흡연경험, ,

음주경험 운동여부 수면시간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 ,

다 월경곤란증은 영양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조수현(Jarrett et al. 1995; Hewison et al., 1996), (1989)

의 연구에서 식사가 불규칙할수록 월경곤란증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하였다 또한 월경곤란증은 개인의.

감수성 염려나 근심 정신적 긴장이 월경통의 원인이 되며, , ,

월경곤란증에 대한 심리적 요인은 성격 태도 경향성이라고, ,

보고 있는데 신체적인 요인이 있을 때 정신적 요인이 겹치면,

더욱 심한 동통을 호소하게 되며 전신적인 상태가 좋아지면

월경곤란증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최연순 등( ,

이는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 인지정도가 높거나 건강하1992).

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학생의 월경곤란증 점수가 높게 나타

난 것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건강인식정도가 낮,

은 학생의 경우 실제 건강상담과 검진을 통해 건강상태의 확

인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월경에 대한 흡연의 영향에 있어.

서 생물학적 기전이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일부 연,

구자들에 의하면 흡연이 중추신경계 조절을 변화시키거나 항

에스트로겐 효과를 낳음으로써 자궁내막의 성장 또는 월경을

일으키는 생물학적 신호에 영향을 미쳐 출혈양상이 변화되므

로 흡연여성이 비흡연 여성에 비하여 월경기간이 길어지고

월경곤란증의 기간이 증가될 수 있다고 하였다이인숙( , 1999).

등 의 연구에서도 흡연여성이 비흡연 여성에Robinson (1992)

비하여 월경곤란증의 빈도가 더 높았는데 이는 월경곤란증이

있는 여성들이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흡연을 선택

하는 경우가 있어 월경곤란증이 있는 여성들에 대한 올바른

통증 완화방법의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와 은 흡연을 하는 경우 월경곤란증이Andersch Milsom(1982)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도 흡연과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의 경우는 와 의. Harlow Park(1996)

연구에서 음주가 잦은 경우 하복통의 가능성은 감소하였지만

동통의 기간과 강도는 증가하였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음주와 월경곤란증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흡연과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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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성인여성에 비해 높지 않으며 자료수집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추후 반복

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월경곤란증과 운동.

과의 관련성에서 월경곤란증의 유병률과 심각성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신체적 운동의 빈도와는 관련이 없다는 보고

와 본 연구결과에서 월경곤란증과 운동(Sundell et al., 1990)

여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하였으나 월경,

곤란증은 운동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Jarrett et al., 1995;

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서 추후 운동관Hewison et al., 1996)

련 특성을 운동의 종류 강도와 빈도 등으로 세분화하여 월경,

곤란증과 비교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월경관련 특성에 따른 월경곤란증 정도 비교에서

초경연령이 세 이하인 경우 출혈양은 많거나 아주 많은13 , ,

경우 월경곤란증 가족력에서 어머니 어머니와 자매가 월경, ,

곤란증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월경곤란증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월경주기 출혈기간에서는 월경주기. ,

가 길고 출혈기간이 긴 경우 월경곤란증 점수가 높았으나 통

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월경곤란증은 산과력 월경력 경구. , ,

용 피임제 결혼유무 초경연령 등과 관련이 있으며, , (Sundell et

어머니의al., 1990; Jarrett et al., 1995; Hewison et al., 1996),

월경곤란증 양상과 비슷한 경향이 있다최연순 등 김( , 1992;

미영 등 즉 초경연령이 낮고 월경기간이 길수록 통증, 2000).

의 발생 기간 심각성이 증가하며, , (Robinson, 1992; Harlow &

월경주기가 불규칙하고 길며 월경기간이 장기적Park, 1996),

이고 월경량이 많은 여성에게 월경곤란증이 심한 것으로 알

려져 있는데 이는 본 연구 결과에서도 비(Cintio et al., 1997),

슷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상자의 월경곤란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

해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변수들을 선정하

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청소년의 월경곤란증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출혈량 월경곤란증 가족력 건강인식 초, , ,

경연령 스트레스 인지정도이었으며 총 변량의 를 설명, , 13.1%

하였다 즉 출혈량이 많을수록 건강인식에서 건강하지 않다. ,

고 생각할수록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월경곤란증 가족력에서, ,

어머니 어머니와 자매가 월경곤란증이 있는 경우에서 월경곤,

란증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청소년이 경험하는 월경곤란증은 사춘

기 이후에 당연히 겪는 하나의 현상이라기 보다는 청소년의

건강관련 특성 및 월경관련 특성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강관련 특성으로는 식사양상이 불규칙하거나. ,

편식을 하는 경우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학생의 경우 월경곤란증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

경관련 특성으로는 초경연령 출혈량 가족력이 영향요인으로, ,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월경곤란증 관리를 위해서는.

전반적 건강증진 교육과 상담을 통해 건강인식의 도모와 스

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며 출혈량이 많거나 월경곤란증이 심한,

경우 참거나 진통제 사용 등으로 월경곤란증을 일시적으로

해소할 것이 아니라 자세한 신체검진과 추후 관리 간호중재,

등의 적극적 대처방안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월경곤란증의 실태를 조사하고 월경곤

란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월경곤란증 청소,

년을 위한 학교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의 대상자는 시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여자 청소년B

으로 총 명을 편의추출하였다 자료수집은 년 월1653 . 2002 11 1

일부터 월 일까지 질문지로 조사하였으며 자료분석은11 30 ,

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SPSS Win 10.0 , , , , t

검증 일원분산분석 사후검증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 Scheffe ,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월경곤란증은 조금 있다 로 가장 많았으‘ ’ 52.9%∙

며 심하다 로 전체대상자의 가 월경곤란증을, ‘ ’ 29.8% 82.7%

호소하였다 월경곤란증이 심한 경우 발병시기는 초경 후. ‘

몇 년 후부터 초경부터 계속 이었으며 진’ 51.9%, ‘ ’ 45.5% ,

통제 사용율은 이었다 월경곤란증으로 병원방문 경52.8% .

험이 있는 경우는 이었으며 주로 이용하는 기관은17.9% ,

약국이 로 가장 많았다41.9% .

대상자의 제 특성과 월경곤란증 점수의 비교에서 건강관,∙

련 특성의 경우 식사양상이 불규칙한 학생 편식(p 0.01),〈

을 하는 학생 스트레스 인지정도가 높은 학생(p 0.05), (p〈

건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학생 의 월0.01), (p 0.01)〈 〈

경곤란증 점수가 높았다 월경관련 특성에서는 초경연령이.

세 이하인 경우 출혈량이 많거나 아주 많은13 (p 0.01), ,〈

경우 월경곤란증 가족력에서 어머니 어머니와(p 0.01), ,〈

자매가 월경곤란증이 있는 경우 월경곤란증 점수(p 0.01)〈

가 높았다.

청소년의 월경곤란증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출혈량 월경,∙

곤란증 가족력 건강인식 초경 연령 스트레스 인지정도이, , ,

었으며 총 변량의 를 설명하였다, 13.1% .

이상의 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가 월경곤란증을 호소82.7%

하고 는 심한 월경곤란증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심한, 29.8% .

월경곤란증을 호소하는 청소년 중에서 는 월경곤란증을36.2%

참거나 는 진통제를 투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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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월경곤란증은 개인적 특성보다는 건강관련 특성 월경관,

련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월경곤란증의 완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건강상담과 적극적

추후관리 간호중재 방안의 개발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건강,

인식의 도모와 스트레스 관리를 포함하는 전반적 건강증진과

건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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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Affecting Dysmenorrhea among AdolescentsFactors Affecting Dysmenorrhea among AdolescentsFactors Affecting Dysmenorrhea among AdolescentsFactors Affecting Dysmenorrhea among Adolescents
Jung, Hyang-Mi

1)
Kim, Yi-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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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Natural Science, Dongeui University

Purpose: This research was to determine the characteristics of dysmenorrhea among girls,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dysmenorrhea. Method: The study subjects were 1653 high school student in Busan Metropolitan city.

The data were collected by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between November 1 and November 30, 2002.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with Scheffe' tes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SPSS

program were used for data analysis. Result: Students suffering from slight dysmenorrhea made up the majority

52.9%, whereas those with serious cases represented 29.8%. Regarding the measures taken to cope with

dysmenorrhea, most of the respondents took analgesics 52.8%. A high points of dysmenorrhea was associated with

irregular meal habits(p 0.01), unbalanced diet(p 0.05), stress(p 0.01), and health awareness(p 0.01), first

menstruation before they reached 13 (p 0.01), heavy bleeding(p 0.01), family history(p 0.01). Factors affecting

the dysmennorrhea of the respondents included the extent of bleeding, family history, health awareness, age during

the first menstruation, and degree of stress, accounting for 13.1% of the total variance. Conclusion: To manage

dysmenorrhea among girl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indicate that students need to have proper awareness of

health and manage stress through health education. Likewise, they need to be given positive follow-up management

through a holistic nursing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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