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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ESSITY
월경곤란증은 사춘기 이후 여성의 주요 건강문제 중 하나로 여대생의 94%가 월경곤란증을 경험하며, 이 중 53.2%가 일상생활이 곤란
한 정도의 월경곤란증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15%의 청소년들이 심각한 월경곤란증으로 일상생활의 여러움을 겪는다. 여대생들의 건강관
리 영역의 한 분야로서 월경곤란증을 알고 이에 대한 중재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는 여대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월경곤란증의 유병률과 이와 관련된 변수를 규명해 봄으로써 월경곤란증 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
고자 시도되었다.

METHODOLOGY
 연구설계 - 기술적 조사연구
 대상자 선정
-충청북도 대학 중 일 개 대학을 임의로 선정
-전체 학과 중 여학생 성비가 높은 학과(N과, D과, B과)를 임의로 선
정하여 대상학과의 여학생 중 대상자 선정기준에 맞는 학생을 선정
- 대상자 선정기준 :월경을 하는 여대생으,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자
자료 수집 기간 & 방법
-2012년 9월 7일 ~ 2012년 9월 9일
-연구에 대한 설명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에게 설지 배부
-설문지 배부 후 그 자리에서 회수
-배포한 설문지 총 300부 → 288부 수거 → 적합한 269부

RESULTS

측정 도구
•설문지구성 :일반적 특성(7문항), 월경특성(7문항),
월경불편감(35문항), 대처방법(20문항)
•월경곤란증 : 홍선심(2004)의 도구를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하고 전문가의 자문과 검증을 받아 구성함
(cronbahc’s α =.949)
•월경곤란증 대처방안 : 최경화(1997)의 도구를 연구목적
에 맞게 수정하고 전문가의 자문/검증을 받아 구성함
자료분석방법
-기술통계, t-test, ANOVA, 교차분석, Pearson 상관분석

Table 3. 월경곤란증 대처 방안

Table 1. 월경곤란증으로 인한 불편감 점수가 높은 항목

Fig1.
Table 2. 대상자 특성에 따른 월경곤란증의 차이
M±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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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Table 5. 대상자특성 & 대처방안

Table 4. 월경곤란증 대처 방안의 효과

PROPOSAL
○ 첫째, 상당수의 여대생이 중간 정도의 월경통증과 다양한 증상들을 경험 ⇒ 적절한 관리를 위한 교육과 상담이 필요
○ 둘째, 월경곤란증 증상 감소를 위한 대처 방안에 대한 보건교육의 지속적인 실시가 필요.
○ 셋째, 연구의 대상자가 일개 대학의 소수 학과로 제한되었으므로 연구결과의 확대해석에 제한이 따름, 따라서 폭넓은
연령층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월경곤란증에 대한 다양한 대처 방안의 효과를 비교, 검증하는 후속 연구 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