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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Dysmenorrhea is one of the most common 
gynecologic complaints of young wome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hanges in the menstrual cycle during 
test evaluations according to perfectionism and testing 
anxiety among high school girls in order to provide 
information for care of dysmenorrhea. Method: Data 
collection was done from July 14 to 18, 2008 by self 
administered questionnaires with 300 high school girls. 
Result: The subjects experienced amenorrhea (35.3%), 
changes in the menstrual cycle (66.3%), changes in 
menstrual duration (50.0%), changes in amount of 
menstruation (47.7%), and increases in menstrual pain 
during testing evaluation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anges of menstrual patterns, physical 
symptoms, and menstrual pain during test evaluations 
between a high perfectionist group and low perfectionist 
group. Also,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anges of menstrual patterns, physical symptoms, and 
menstrual pain during test evaluations between a high 

testing anxiety group and low testing anxiety group. 
Perfectionism and testing anxiety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changes in menstrual patterns, 
physical symptoms, and menstrual pain. Conclusion: 
As perfectionism and testing anxiety seem to 
contribute to changes in the menstrual cycle during 
test evaluations, school health-care providers should 
screen routinely for dysmenorrhea and give more 
attention to health education on this topic to girls.

Key words : Perfectionism, Testing anxiety, Changes of 

the menstrual conditions

서    론

월경과 관련된 증상을 정상적인 증상과 비정상적인 증상으

로 명확히 구별하기는 어려우나 대표적인 비정상적인 월경 

증상으로 월경곤란증 (Berek, 2006)이 있다. 생리와 함께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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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월경곤란증은 검사 시 아무런 이상소견 없이 생리통을 

경험하는 원발성 월경곤란증과 기질적 원인이 있어서 나타나

는 속발성 월경곤란증으로 나눌 수 있다. 10대에서 가장 흔하

고 젊은 여성에게 주로 나타나는 원발성 월경곤란증은 월경 

시작과 함께 혹은 수 시간 이내에 나타나서 48-72시간 지속되

는 생리통 등 신체적 증상과 더불어 정서적, 행동적 변화를 

가져오는 증상으로 이러한 증상으로 인하여 매달 하루, 이틀

간 휴식을 취해야 하거나 심할 경우에는 아무런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한다. Shin(2006)은 여고생

의 83.0%가 월경으로 인한 통증을 경험한다고 하였고, 생리통

을 포함한 월경곤란증을 경험하는 여성 중 64%는 월경곤란증

으로 인하여 학교생활을 포함한 일상적인 활동의 제약뿐만 

아니라 우울증, 불안, 분노, 감정의 기복, 대인관계 불화, 집중

력 저하 같은 심리적 영향도 받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Banikarim, Chacko, & Kedler, 2000). 이렇게 월경곤란증은 

젊은 여성에게 주기적으로 학교를 결석하게 하거나 직장을 

결근하게 하는 흔한 이유 중 하나이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증상이다.

발생빈도도 높고, 곤란정도도 심각하여 학교 결석이나 결근

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여성의 월경곤란증은 

연령, 초경연령, 불안, 우울, 스트레스, 개인의 인성(Jeong, 

2006; Wang et al., 2004)등 월경에 관여하는 중추신경계에 영

향을 주는 사회심리적요소와 월경주기에 따른 성호르몬과 신

경전달물질변화 등의 생물학적 요소(Berek, 2006) 등이 복합

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사춘기이후 성숙기에 이르는 10대 여성은 생리적으로 난소

나 자궁이 아직 발육과정에 있음으로 월경곤란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Berek, 2006). 통계적으로도 월경곤란증은 연령적

으로 초경이후부터 18세 전후까지의 기간에 많고 그 후 임신

과 분만을 겪으면서 소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초경 

연령이 낮고, 월경 양이 많을수록 생리통 빈도가 높았으며, 

월경기간이 길수록, 월경주기가 불규칙할수록 생리통의 빈도

나 강도가 증가한다고 하였다(Harlow & Park, 1996; Shin, 

2006).

사회 심리적 요소가 월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보

면 Walsh, Budtz-Olsen, Leader와 Cummins(1981), Woods(1985)

는 심리적 요소 중의 하나인 개인의 인성과 월경곤란증과의 

관계를 연구하여 성격 중 신경증적 경향이 높은 여대생이 월

경기간이 길어 6일 이상 하는 학생이 많았다고 하였다. Kim

과 Kim(1988), Song(1990)은 인격특성과 월경전기증후군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인격특성 중 신경증적 경향과 정신증적 

인격특성이 월경증후군과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및 인지적으로 심한 혼란과 변화를 

겪는 시기에 있는 우리나라 여고생은 대학입시라는 시험불안

을 겪고 있어 다른 시기에 있는 어느 여성보다 더욱 많은 스

트레스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여고생이 겪고 있는 시험불안

은 정서적 장애 뿐 만 아니라 전신적, 생리적 신체증상, 정신

증을 유발하기도 하며 월경과 관련하여 월경주기의 변화를 

초래하거나 월경곤란증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Kang, 2008; Park, 1988). Kang(2008)은 여고생을 대상으로 

시험불안과 월경곤란증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시험불안이 

높을수록 신체적 증상 변화 및 생리통을 더 경험한다고 하여 

월경이 시험불안 같은 심리적 요인(Woods, 1985)에 의하여 

영향 받음을 보여주었다.

학교나 사회에서 시험이나 성적을 기준으로 한 개인을 평

가하는 현실을 볼 때 많은 학생들이 시험에 대한 불안을 갖

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개인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

는 시험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개인의 경험과 결부되

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신체적 또는 행동적인 반응을 

시험불안이라고 정의한다(Cho, 1991). 시험불안은 평가가 이

루어지는 바로 그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예상되는 순간부터 시험이 끝난 후까지 계속되는 심리적 과

정이라 할 수 있다. 시험불안의 원인에 대한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교사의 기대나 부모의 요구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보다

는 개인 내적인 성격 특성 중 완벽주의가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Choi & Moon, 2004).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청소년은 학업과 대인관계에서의 자

신의 가치를 엄격한 기준과 평가를 통해 이루려는 경향이 있

다. 이렇게 달성된 목표와 생산성으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

기 때문에 쉽게 좌절하고 일상생활에서 부적응에 직면하게 

되며, 특히 시험과 같이 자신을 평가하는 상황에서는 심한 스

트레스나 좌절, 우울, 불안에 빠진다.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

움과 완벽에 대한 강박적 추구로 인해 학습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도 불안이 높게 나타나며, 

평가위협이 높은 과제일수록 더 강한 불안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Choi & Moon, 2004; Park, 2005). 이처럼 완벽주의는 시

험불안을 예측할 수 있으며(Hewitt et al., 2002), 완벽주의 하

위 영역 중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자기 지향적 완벽

주의보다 시험불안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Choi & 

Moon, 2004; Park, 2005).

현대에서는 질병 자체뿐만 아니라 개인이 갖고 있는 인성, 

발달단계, 사회 경제적 상태, 스트레스 강도 등 다양한 인자

에 의하여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어떤 증

상에 대한 발생과정이나 원인을 예측하고 설명하기 위하여 

심리적 매개 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중 개인의 

성격을 타고난 선천적인 여러 요소와 환경의 영향, 그리고 그 

양자사이의 불균형으로 일어나는 반응의 총화로 보며, 어떤 

증상이 발현하게 하는 데는 반응의 총화인 성격이 관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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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주장한다(Kim & Kim, 1988).

월경곤란증은 개인의 감수성, 염려, 근심, 정신적 불안, 긴

장 같은 심리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특히 젊은 여성

에서는 안정되지 못한 성격과 불안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 월

경곤란증을 더 많이 호소하고 있다(Goldstein-Ferber & Granot, 

2006; Park, 1988). 생리통 같은 신체적인 요인으로 인한 월경

곤란증이 있을 때 개인의 성격, 감수성, 염려, 근심, 불안 같

은 심리, 정신적 요인이 겹치면 더욱 심한 월경곤란증을 호소

하게 되며, 전신적인 상태가 좋아지면 월경곤란증이 완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월경곤란증의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생리적, 심리적 관점에서 전인적 접근이 필요하며, 전

인적 접근의 한 방법으로 여고생의 성격, 관심, 불안 등에 대

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입시를 준비하

고 있는 여고생을 대상으로 성격적인 측면인 완벽주의와 정

서적인 측면인 시험불안이 월경 양상(월경특성, 신체적 증상, 

생리통)에 미치는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완벽주

의와 시험에 따른 불안으로 월경 양상이 변화하여 월경곤란

증이 더 악화되는지를 밝혀 성장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경험해

야만 하는 사춘기 여성의 생리적 현상인 월경을 자연현상으

로 이해하고 받아들여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신체적으로 불편

감 없이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본 연

구를 시행하였다.

1. 연구 목적

1) 평상시 여고생의 월경특성, 신체적 증상, 생리통을 파악한다.

2) 시험기간 중 여고생의 월경특성 변화, 신체적 증상 변화, 

생리통을 파악한다.

3) 여고생의 완벽주의 정도에 따른 시험기간 중 월경특성 변

화, 신체적 증상 변화, 생리통 차이를 파악한다.

4) 여고생의 시험불안 정도에 따른 시험기간 중 월경특성 변

화, 신체적 증상 변화, 생리통 차이를 파악한다.

5) 완벽주의, 시험불안, 시험기간 중 월경특성 변화, 시험기간 

중 신체적 증상 변화, 시험기간 중 생리통과의 관계를 알

아본다.

2. 용어 정의

1) 완벽주의

도달하기 어려운 높은 기대수준을 자신과 타인에게 요구하

여 경직되어 있고 자기비판이 심한 강박적 성격장애를 그 특

징으로 하는 극도로 높은 기준을 가지는 성향으로(Hewitt et 

al., 2002), 본 연구에서는 Jang(2006)이 사용한 완벽주의도구

에 의해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2) 시험불안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는 시험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개인의 경험과 결부되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신체적 또는 행동적인 반응으로(Cho, 1991), 본 연구에서는 

Kang(2008)이 사용한 시험불안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3) 월경양상

월경 시의 양, 주기, 기간과 같은 월경 특성, 월경 시 경험

하는 신체적 증상과 생리통을 말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여고생의 완벽주의와 시험불안이 시험기간 중의 

월경 양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한 비교조사연

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 대상자는 C시에 소재한 한 여자 고등학교 1학년 

101명, 2학년 100명, 3학년 10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설문지법을 이용하였으며, 학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보건교사가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설문지에 응답하는 데는 

5-10분 정도 소요되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1학기 기말고사가 

시작되기 전인 2008년 7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이며 302부

가 회수되었으나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2부를 제외하고 

총 300부를 분석하였다.

3. 연구 도구

1) 완벽주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완벽주의도구는 Jang(2006)이 사용한 

완벽주의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2문항으로 12문항

의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 문항과 10개의 사회부과적 완벽주

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아니다(1)

에서 매우 그렇다(4)의 4단계로 된 Likert형 척도로서 각 문항

의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가 높은 것으

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의 완벽주의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6이었다.

2) 시험불안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험불안도구는 Kang(2008)이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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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elberger, Anton과 Bedell (1976)의 TAI(Test Anxiety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시험불안

의 인지적 요인인 걱정(worry)을 측정하는 8개 문항, 정서적 

요인인 정서성을 측정하는 8개 문항, 그리고 일반적인 시험불

안을 측정하는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아니다(1)에서 매우 그렇다(4)의 4단계로 된 Likert형 척

도로서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시험불

안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의 시험불안 측정도

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2이었다.

3) 신체적 증상

평상시 월경을 할 때 경험하는 신체적 증상을 의미하며 

Kang (2008)이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4문

항으로 각 문항에 대하여 거의 경험 안함(1)에서 매번 경험한

다(4)의 4단계로 된 Likert형 척도로서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적 증상이 심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82이었다.

4) 생리통

월경 시 나타나는 통증으로 측정도구는 시상척도(Visual 

Analogue Scale)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10cm의 수평선상에 대

상자가 느끼는 동통 정도를 표시하게 하여 표시 점까지의 거

리를 cm 단위로 소수점 이하 한 자리 수까지 측정한 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생리통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5) 월경특성 변화

시험기간 중 무 월경 경험, 월경주기, 기간, 월경 양의 변화

를 의미하며 Kang(2008)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월경특

성 변화는 4문항의 3점(1점: 변화가 전혀 없다, 3점: 매우 변

화가 많다)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월경특

성 변화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월경특성 변화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1이었다.

6) 신체적 증상 변화

시험기간 중 월경 시 경험한 신체적 증상 변화(Kang, 2008)

로서 4문항의 4점(1점: 증상이 감소하였다, 4점: 증상이 매우 

심해졌다)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적 

증상 변화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신체적 증상 

변화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74이었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고, 완벽주

의 정도와 시험불안 정도에 따른 시험기간 중 월경특성, 신체

적 증상 변화와 생리통 차이 검정은 t-test를 이용하였다. 완벽

주의, 시험불안, 시험기간 중 월경특성 변화, 시험기간 중 신

체적 증상 변화, 시험기간 중 생리통의 관계를 알기 위하여 

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평상 시 월경특성, 신체적 증상, 생리통

연구대상자들이 초경을 시작한 나이는 13-15세(55.0%)가 가

장 많았으며 평상시 월경주기의 규칙성은 ‘대체로 규칙적이

다’가 164명(54.6%)으로 가장 많았다. 월경주기는 21-30일이 

222명(74.0%) 가장 많았고 월경기간은 5-6일을 한다고 응답한 

여고생이 147명(49.0%), 월경양은 보통이 176명(58.7%), 월경

이 있을 때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불편감이 있다고 응답한 대

상자가 170명(56.7%)으로 가장 많았다<Table 1>.

평상시 하복부동통을 월경할 때 마다 매번 경험한다고 응

답한 대상자가 105명(35.0%)으로 가장 많았으며, 허리통증은 

‘매번 경험한다.’가 90명(30.0%), 두통은 ‘거의 경험하지 않는

다.’가 가장 많아 165명(55.0%)이었다. 월경 시 변비 혹은 설

사는 ‘거의 경험하지 않는다.’가 133명(44.3%)으로 가장 많았

다. 평상시 생리통은 10점 만점의 VAS로 측정하여 평균 5.1 

(±2.7)점 이었다<Table 2>.

<Table 1> Menstrual patterns of subjects        (N=300)

Characteristics Category n %

Menarche 10-12 131 43.7
age(years) 13-15 165 55.0

above 16   4  1.3
Regularity of Irregular  35 11.7
menstruation Somewhat irregular  83 27.7

Somewhat regular 164 54.6
Regular  18  6.0

Menstrual <20  11  3.7
interval(days) 21-30 222 74.0

31-40  53 17.6
>41  14  4.7

Menstrual <4  42 14.0
duration(days) 5-6 147 49.0

7-8  97 32.3
>9  14  4.7

Amount of Scanty 102 34.0
menstruation Moderate 176 58.7

Heavy  22  7.3
Activities of daily No changes  96 32.0
living during Discomfort 170 56.7
menstruation Difficult for regular living life  34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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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hysical symptoms and menstrual pain of subjects                                                   (N=300)

None

n(%)

Experienced some

n(%)

Experienced often

n(%)

Experienced every time

n(%)

Low abdominal pain  61(20.3) 80(26.7) 54(18.0) 105(35.0)
Lumbago pain  75(25.0) 84(28.0) 51(17.0)  90(30.0)
Headache 165(55.0) 66(22.0) 24( 8.0)  45(15.0)
Constipation or diarrhea 133(44.3) 82(27.3) 27( 9.0)  58(19.4)
Menstrual pain(VAS)  M(SD) 5.1(±2.7)

<Table 3> Changes of menstrual patterns during test evaluations                                               (N=300)

None

n(%)

Some changes

n(%)

Severe changes

n(%)

Amenorrhea 194(64.7)  94(31.3) 12( 4.0)
Changes of menstrual interval 101(33.7) 154(51.3) 45(15.0)
Changes of menstrual duration 150(50.0) 120(40.0) 30(10.0)
Changes of menstruation amount 157(52.3) 111(37.0) 32(10.7)

<Table 4> Changes of physical symptoms and menstrual pain during test evaluations                           (N=300)

Decreased 

n(%)

No change 

n(%)

Increased a little  

n(%)

Increased a lot 

n(%)

Low abdominal pain 11(3.7) 163(54.3) 102(34.0) 24(8.0)
Lumbago pain  9(3.0) 191(63.7)  88(29.3) 12(4.0)
Headache 12(4.0) 226(75.3)  49(16.3) 13(4.4)
Constipation or diarrhea 10(3.3) 215(71.7)  62(20.7) 13(4.3)
Menstrual pain (VAS) M(SD) 5.6(±2.8)

<Table 5> Changes of menstrual patterns, physical symptoms, and menstrual pain between low perfectionism group and 

high perfectionism group during test evaluations                                                     (N=300)

Perfectionism

t pLow (n=166) High (n=134)

M(SD) M(SD)

Changes of menstrual patterns 6.1(1.9) 6.7(2.2) -2.79 .00
Changes of physical symptoms 8.9(1.6) 9.7(2.0) -3.26 .00
Menstrual pain 5.2(2.7) 6.1(2.9) -2.91 .00

2. 시험기간 중 월경특성 변화, 신체적 증상 변화, 

생리통 정도

‘시험 때는 가끔 월경을 안 한다’ 고 응답한 대상자가 94명

(31.3%), ‘시험 때는 항상 월경을 안 한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12명(4.0%) 이었으나, 가장 많은 대상자(194명, 64.7%)가 ‘시

험 때라고 월경을 안 한 적은 없다’에 응답하였다. ‘월경 시

작일이 예정보다 약간 빨라지거나 늦어졌다’고 응답한 대상자

(154명, 51.3%)가 가장 많았고, ‘평소보다 월경을 하는 일수가 

약간 길어지거나 짧아졌다’에 120명(40.0%)의 대상자가 응답

하였다. 또한 ‘평소보다 월경양이 약간 많아지거나 적어졌다’

에 111명(37.0%)의 대상자가 응답하였다<Table 3>. 시험기간 

중 월경 시 신체적 증상 변화는 하복부동통(34.0%), 허리통증

(29.3%), 두통(16.3%) 및 변비 또는 설사(20.7%)가 ‘약간 증가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시험기간 중 생리통은 평균 5.6(±2.8)점 

이었다<Table 4>.

3. 완벽주의 정도에 따른 시험기간 중 월경특성 

변화, 신체적 증상 변화, 생리통 차이

대상자의 완벽주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고 완벽주의 군과 

저 완벽주의 군 간의 시험기간 중 월경 양상을 비교한 결과 

고 완벽주의 군이 저 완벽주의 군보다 월경특성 변화(t=-2.79, 

p=.00), 신체적 증상 변화(t=-3.26, p=.00), 생리통(t=-2.91, 

p=.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able 5>.

4. 시험불안 정도에 따른 시험기간 중 월경특성 

변화, 신체적 증상 변화, 생리통 차이

대상자의 시험불안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고 시험불안 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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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hanges in menstrual patterns, physical symptoms, and menstrual pain between low testing anxiety group 

and high testing anxiety group during test evaluations                                                (N=300)

 Testing anxiety

t pLow (n=162) High (n=138)

M(SD) M(SD)

Changes of menstrual patterns 6.0(1.9) 6.8(2.2) -3.50 .00
Changes of physical symptoms 9.1(1.6) 9.5(2.1) -1.94 .05
Menstrual pain 5.3(2.8) 5.9(2.9) -1.72 .08

저 시험불안 군 간의 월경 양상을 비교한 결과 고 시험불안 

군이 월경특성 변화(t=-3.50, p=.00), 신체적 증상 변화(t=-1.94, 

p=.05)에서 저 시험불안 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able 6>.

5. 완벽주의, 시험불안, 시험기간 중 월경특성 변화, 

시험기간 중 신체적 증상 변화, 시험기간 중 

생리통의 상관관계

완벽주의, 시험불안, 시험기간 중 월경특성 변화, 시험기간 

중  신체적 증상 변화, 시험기간 중 생리통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완벽주의와 시험기간 중 월경특성 변화(r=.19, p=.01), 시

험기간 중 신체적 증상 변화(r=.21, p=.01), 시험기간 중 생리

통(r=.15, p=.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시

험불안과는 시험기간 중 월경특성 변화(r=.23, p=.01), 시험기

간 중 신체적 증상 변화(r=.16, p=.01), 시험기간 중 생리통(r= 

.12, p=.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7>.

<Table 7> Relationships among the study variables

(N=300)

Perfectionism Test anxiety

Test anxiety .58** 1.00
Changes of menstrual patterns .19**  .23**
Changes of physical symptoms .21**  .16**
Menstrual pain .15**  .12*

* p<.05   ** p<.01

논    의

1. 대상자의 평상시 월경특성, 신체적 증상, 생리통

본 연구 결과 월경을 할 때 정상생활은 가능하나 불편감이 

있다고 대부분이 응답하였다. 또한 월경 시 반 수 이상의 대

상자가 한 가지 이상의 신체적 증상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

으며, 월경 시 느끼는 생리통을 시상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10

점 만점에 평균 5.1점으로 중정도의 통증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9학년에서 12학년에 있는 대상자 742명 중 

85%가 월경곤란증을 경험한다고 한 Banikarim 등(2000)의 결

과와 유사하게 나타나 평상시 월경으로 인한 불편감과 생리

통을 감소시켜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줄 간호중재 

방법이 필요함을 보여 주었다.

2. 시험기간 중 월경특성 변화, 신체적 증상 변화, 

생리통 정도

시험 기간 중 월경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 월경을 

경험하거나 월경주기, 월경 기간이 평상시와 달라졌다고 응답

한 대상자가 많아 시험이 월경 양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시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월경에 얼마나 영향을 주

는가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746명의 간호사를 대상으

로 높은 직장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간호사군이 비규칙적인 

월경주기를 보였다고 보고한 Lin, Lin과 Shiao(2007)의 결과, 

불안이 있을 때 월경이 불규칙하게 된다고 응답한 Min과 

Min(1988)의 결과, 우울증상을 가진 군 167명과 우울증상을 

가지지 않은 대조군 342명을 비교한 결과 우울증상을 가진 

군에서 월경지속 기간이 길어졌다고 보고한 Lee와 Kang 

(1987)의 연구와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시험기간 중 신체적 증상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

가 50%-70%정도이지만 하복부동통이 더 많아졌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42%, 허리통증이 더 많아졌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33%, 시상척도로 측정된 생리통 정도는 평균적으로 0.5점 증

가하여 시험기간 중 월경곤란증이 더 심하여지는 대상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경곤란증은 개인의 감수성, 염

려, 근심, 정신적 긴장 등에 의해 더욱 촉진되며, 이렇게 신체

적으로 월경으로 인한 통증이나 신체적 증상이 있을 때 정신

적인 요인 즉 시험과 같은 요인이 겹치면 월경곤란증이 더욱 

심하여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Woods(1985)도 스트레스가 

있는 환경이 월경특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라고 주장하였

고, Silberg, Martin과 Heath(1987)도 우울과 불안이 월경곤란

증에 영향을 주는 매개변수라고 하였다.

3. 완벽주의와 시험기간 중 월경특성 변화, 신체적 

증상 변화, 생리통 정도

고 완벽주의 군과 저 완벽주의 군의 시험기간 중 월경특성 



이   혜   경

320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4(4), 2008년 12월

변화, 신체적 증상 변화, 생리통을 비교한 결과 고 완벽주의 

군이 월경특성 변화, 신체적 증상 변화, 생리통 모두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Holmlund(1990)는 심한 월경곤란

증을 갖고 있는 여성이 월경곤란증을 갖고 있지 않은 여성보

다 성공 추구형 이었으며, 강박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하였

다. 또한 월경곤란증을 호소하는 여성이 더 보수적인 여성주

의자이었다고 하였다. Kim과 Kim(1988)은 인성과 월경전기증

후군과의 상관관계를 여고생 4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경증적 경향이 높을수록 월경전기증후군이 심하게 나타나며 

불안, 우울, 강박관념, 공포감을 심하게 느낄수록 월경전기에 

심한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정신병적 경향이 높을수록 

월경 전기 변화가 심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여성적이고, 예민

하며, 섬세한 여성성이 높은 여성, 자율성이 낮은 여성이 월

경 전기에 변화가 심하였다고 하면서 심인적, 정신적 요인들

과 관련된 월경전기증후군은 인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Kim, 1998). Goldstein-Ferber와 Granot(2006)도 성격으

로 간주할 수 있는 신체증상화(somatization) 현상이 생리통을 

예측하는 한 변수라고 주장하면서, 월경곤란증은 단순히 자궁

의 과도한 수축의 결과라기보다는 신체증상화 현상과 관련이 

있어 동통에 대한 감지를 더욱 높게 느끼도록 촉진한다고 주

장하였다. 그러므로 월경곤란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생리적 

요소, 인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상호 영향

을 주는 모델로 설명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성격이 월

경곤란증을 느끼게 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Silberg 

et al., 1987; Woods, 1985)도 있으나, 성격과 월경곤란증은 관

계가 없으며, 자궁수축, 호르몬, 그리고 프라스타그란딘이 원

인이므로 월경곤란증을 단순히 생리적 현상으로만 보아야 한

다고 주장하는 학자(Song, 1990; Walsh et al., 1981)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와 시험기간 중 월경특성 변화, 시험

기간 중 신체적 증상 변화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어 성격

이 월경곤란증을 느끼게 하는데 영향을 주는 한 변수임이 지

지 받아 사회심리적요소와 월경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4. 시험불안과 시험기간 중 월경특성 변화, 신체적 

증상 변화, 생리통 정도

시험불안 정도를 대상자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고 시험불

안 군과 저 시험불안 군으로 나눈 후 시험기간 중 월경특성 

변화, 신체적 증상 변화, 생리통을 비교한 결과 고 시험불안 

군이 월경특성 변화, 신체적 증상 변화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Kang(2008)의 연구에서도 시험불안이 높은 군에서 무 월경을 

더 경험하고, 월경특성 변화도 더 많았으며, 생리통도 더 느

낀다고 하여 본 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시험불안

과 시험기간 중 월경특성 변화, 시험기간 중 신체적 증상 변

화, 시험기간 중 생리통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스트레스

와 월경증상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Park(1988)의 결

과와도 일치하였다.

청소년기 학생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문제는 친구문제, 

가족문제, 학교관련문제라고 하며, 특히 대학입시는 우리나라 

학생에게 최대의 관심사인 동시에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주어 두통, 현기증, 불면증 등의 생리적 증상과 우울, 불안 등

의 정서적 문제를 일으키며 심한 경우에는 정신증을 유발하

기도 하고, 월경주기에 변화를 가져오거나 혹은 일시적인 무 

월경 등 월경곤란증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Kang, 2008).

우리 사회에서는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은 개인의 장래를 결

정 짖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 성적과 시험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으며, 부

모나 학교로부터도 성적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러한 시

험불안은 월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볼 때 월경곤란증을 

호소하는 학생이 있을 때는 시험불안 정도를 함께 측정하여 

불안을 낮추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건강상담 시 고려하여

야 할 변수임을 보여주고 있다.

시험불안의 원인으로 교사의 기대나 부모의 요구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개인적인 요인, 특히 성격적 특성이 중

요한 요인이라고 한다. 성격적 특성 중 완벽주의 성향이 시험

불안을 가져오는 개인적 요인으로 말하고 있으며,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려고 노력하는 청소년 시기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성향이 있으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할 경우에는 성격요인인 완벽주의 성향을 측정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Choi & Moon, 2004). 완벽주의 

성향을 지닌 청소년은 엄격한 기준과 평가를 통해 자신의 학

업성취정도와 대인관계 유능성 정도를 판단하기 때문에 쉽게 

좌절하고 일상생활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며, 특히 시험과 같

은 자신을 평가하는 환경에 직면하게 되면 심한 스트레스나 

좌절, 불안, 우울감에 빠진다(Choi & Moon, 2004). 완벽주의 

집단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완벽에 대한 강박적 추구로 배

움에 대한 정서적 장애를 가지게 되고, 특히 평가위협이 높은 

시험과 같은 과제일수록 더 강한 불안을 느낀다고 하였다

(Park, 2005).

건강한 생활양식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나라 여고생의 생활은 건강보다는 성적, 대학입시를 중요

시하며 매일매일 바쁜 일과 속에서 생활하고 있어 본인의 건

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는 학교나 학부

모가 여고생 본인의 월경 양상, 시험불안정도, 본인의 성격에 

대한 자기 이해를 하도록 돕는 방향으로의 접근과 지지가 필

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여고생이 학교생활을 잘 해 나아가고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성인으로 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접근 

방법으로는 보건교사, 담임교사가 함께 건강 상담을 하여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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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하나하나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을 이 연구 결과

는 보여주고 있다. 지속적인 보건교육 시에도 학생 스스로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를 스스로 알 기회를 주어 자신에게 맞

는 불안 해소 방법을 찾도록 도와주며, 학생에게 영향력이 큰 

부모와도 함께 개별상담이나 전화상담 등을 하여 자녀가 얼

마나 시험불안을 느끼며, 성격은 어떤지를 알게 함으로써 자

녀의 시험불안을 낮추어 궁극적으로는 월경으로 인한 불편감

을 낮출 수 있도록 부모도 자녀를 도와 줄 수 있게 하여야 

하겠다. 또한 보건교사는 전 교사에게 여고생의 월경 양상이 

그들이 갖고 있는 환경으로부터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에 대

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어 월경곤란으로 인한 상담 시 전인적 

접근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겠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고생을 대상으로 완벽주의 정도와 시험불안이 

시험기간 중 월경 양상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

하여 월경으로 인한 불편감이나 월경곤란증을 갖고 있는 여

고생을 돕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고생 300명으로 자료수집 기간은 2008년 7월 14일부

터 7월 18일까지 이었다. 측정된 변수는 완벽주의, 시험불안, 

시험기간 중 월경특성 변화, 시험기간 중 신체적 증상 변화, 

시험 기간 중 생리통 정도로 이 변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설

문지를 이용한 자가 보고법을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Version 14.0) 를 이용하여 통계분석 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는 평상 시 월경을 할 때 정상생활은 가능

하나 불편감이 있다고 대부분이 응답하였다. 또한 월경 시 반 

수 이상의 대상자가 한 가지 이상의 신체적 증상을 경험한다

고 하였다. 시험 기간 중 35.3%의 대상자가 있어야 할 월경

을 하지 않은 무 월경을 경험하였으며, 월경주기가 예정보다 

빨라지거나 늦어졌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199명(66.3%), 월경

기간이 변하였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150명(50.0%)이었다. 월

경양이 변하였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143명(47.7%)이었으며, 

평상시보다 시험기간 중의 생리통이 평균적으로 0.5점이 증가

하였다. 고 완벽주의  군이 저 완벽주의 군보다 월경특성 변

화, 신체적 증상 변화, 생리통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고 시험불안 군이 저 시험불안군보다 월경특성 변

화, 신체적 증상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C시에 소재한 일부 학교에서 대상자를 임의표집 

하였으므로 반복연구를 하여 우리나라 전체 여고생의 완벽주

의, 시험불안, 시험기간 중 월경양상 변화와의 관계를 파악하

여 일반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월경양상 변화 중 하나인 

월경곤란증을 설명하는 생물학적 변수에 대한 연구도 사회 

심리적 변수와 함께 이루어져 여고생이 겪고 있는 월경곤란

증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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