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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종합병원 일반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월경전증후군

본 연구의 목적은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일반간호사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월경전증

후군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월경전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

적 예측 설계연구이다.

자료수집은 Y 대학 종합병원에서 3교대 근무를 하고 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

는 일반간호사 142명을 편의표집 하였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0년 10월 18일부터 10

월 22일이었다. 연구도구로 안미경(2003)의 간호사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와 이만홍

등(2002)의 축약형 월경전증후군 사정도구(Shortened Premenstrual Assessment

Form; S-PAF)를 사용하였으며 행동유형 도구는 김광숙(2003)이 수정ㆍ보완한 프레밍

헴 A 타입 측정도구와 김광숙(2003)이 수정ㆍ보완한 사회적지지 측정도구를 사용하였

다.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한 후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목적과

자료의 수준에 맞게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는 3.71점, 월경전증후군 2.99점이었고 업무량과중 스트레스

와 통증 월경전증후군이 가장 높았다.

2) 간호사의 심한 개인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 군에서 직무스트레스가 높았으며

(F=4.852, p<.01), A형 행동유형일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아짐을(r=.437, p<.01) 보였

다.

3) 심한 개인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 군에서 월경전증후군이 심했으며(F=9.895

p<.001), A형 행동유형일수록 월경전증후군을 심하게 경험하는 것으로(r=.241,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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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4) 간호사 경우 대인관계상의 문제로 인한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월경전증후군이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166, p< .05), 총 직무스트레스와 정서 월경전증후군간

에 부분적으로 상관성을 보였다.

5) A형 행동유형의 간호사는 업무량 과중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총 월경

전증후군(r= - .282, p< .05)과 수분정체의 월경전증후군(r= - .297, p< .05)이 낮아짐

을 보였으며, B형 행동유형의 간호사는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정서 월경전증후군

을 심하게 경험함을 보여 A, B형 행동유형에 따라 직무스트레스와 월경전증후군과의

관계가 상반되게 나타났다.

6) 전체간호사들은 심한 개인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β=.279, p< .01), 초경연령이

높을수록(β=.178, p< .05), 행동유형이 A형 행동유형 일수록(β=.191, p< .05), 또한 산

소아과, 분만실, 기타 병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β=.176, p< .05) 월경전증후군을 더

심하게 경험하였으며 B형 행동유형 간호사에서는 심한 개인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

고(β=.331, p< .01), 현 부서 경력이 길수록(β=.365, p< .01) 월경전증후군을 더 심하

게 경험하고 있었다.

따라서 간호사의 월경전증후군이 개인의 삶과 업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효과

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직무스트레스 뿐 아니라 개인생활 스트레스 조절에도 도

움을 줄 수 있는 스트레스 대응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프로그램은 간호사의 행동유형

을 고려해서 제공되어야 한다.

핵심 되는 말 : 월경전증후군, 직무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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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병원은 분업화된 전문적 기능과 합리적인 행정 조직력을 가지고, 그 규모가 날로

대형화, 전문화되어가고, 의료수요의 증가로 인한 과다한 업무량, 의료분쟁의 증가, 병

원간의 경쟁심화 등으로 병원종사자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야기 시키고 있다(김현정,

2006).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의료의 질적, 양적인 요구의 증가와 여러 직종의 사

람들과 복잡한 인간관계로 인한 갈등, 자신의 감정의 통제, 과실이나 사고 등에 대한

책임, 환자수의 증가에 따른 업무량 과중, 긴장과 주의력을 기울여야 하는 업무, 직접

환자 간호 등으로 업무스트레스 정도가 훨씬 심각하며, 다른 직종에 비해서 직무스트

레스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김현정, 2006; 지성애 등, 2004). 이러한 과

도한 스트레스는 간호사의 정신적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업무수행능력

을 감소시키며, 환자간호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Suzuki et al., 2004).

직무스트레스란 직무와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업무량 과중, 부정적인 환경조

건, 역할갈등, 부적절한 물리적 환경 등과 개인 특성간의 상호작용 결과에 의한 것으

로 개인의 능력을 초과하거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나타난다(안미경, 2003). 간호

사의 직무스트레스는 간호사가 직무로 인해서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인 장애를 받을

정도로 부담을 느끼는 상태이다(구미옥, 김매자, 1984). 간호사가 직무스트레스로 겪는

생리적 반응으로는 두통, 피로감, 위장관 질환, 상기도 감염, 현기증, 오심, 불면증, 긴

장, 불안 등이 있으며, 심리적 반응에는 혼란, 집중력장애, 신경과민 등이 있고, 사회적

반응으로는 업무능력저하, 대인관계상의 문제, 역할갈등, 결근, 이직 등이 있다

(Challaghan, Shiu, & Wyatt, 2000).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업무량 과중, 전문직으로서의

역할갈등, 전문지식과 기술의 부족, 대인관계 문제, 밤 근무, 부적절한 대우와 보상, 의

료의 한계에 대한 심리적 부담, 동료 직원과의 불만스런 관계, 병동의 부적절한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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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환경, 업무외의 책임 등(김보영, 2009; 김현정, 2006; 안미경, 2003)이 보고되고 있

고, 특히 의사와의 갈등과 업무량 과중 및 심리적 부담이 가장 심각한 요인으로 보고

되고 있다(김보영, 2009; 권수현, 2004; 문경원, 2003; 안미경, 2003; 이한나, 2002).

그 외로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요인으로서 사회적 지지와 행동유형이 보고되고

있다(Aneshensel, 1992).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의 발생가능성을 줄이고 심리적 안녕

에 까지 기여한다고 하였으며(도복늠, 이미경, 1998), 개인의 행동유형 특히, A형 행동

유형의 경우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광숙, 2003; 윤현숙, 김현리, 권

인선, 조영채, 2008).

직무스트레스는 개인이 신체적 감각을 받아들이고 평가하여 행동하는지 에도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장여성의 경우 그들이 한 달에 한번 경험하게 되는 월경전증후

군에도 영향을 미친다(김정은, 1992; 임성견, 2006). 즉 스트레스로 인해 경험하게 되

는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증상들의 축적된 결과가 월경전증후군에도 영향을 미친다

(Morse, Dennerstein, Farrell & Varnavides, 1991; Taylor, 1991). 월경전증후군은 월

경전기 동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일련의 정서적, 행동적, 신체적 변화이다. 이는

월경이 시작되면 극적으로 사라지는 복합증후군으로서 흔히 볼 수 있는 여성의 월경

경험중의 하나이다(김은주, 1987). 월경전증후군의 신체적 증상으로는 체중증가, 유방

압통, 부종, 요통, 복통, 두통, 피로 등이 있고 정서적 증상으로 성마름, 정서불안, 불

안, 긴장, 우울, 통제력을 상실할 것 같은 느낌 등이 있으며, 행동적 증상에는 수면장

애, 식욕 변화, 주의집중 곤란, 흥미저하, 사회적 위축 등이 있다(Freeman, 2003). 우리

나라 가임기 여성의 30∼90%가 경험하는 월경전증후군은 150여 가지의 증상들이 나

타날 수 있고, 이러한 증상들을 적어도 한 가지 이상 호소하는 여성들은 약 85% 정도

로 보고되고 있으며(박혜은 등, 2005), 일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에서

월경전증후군의 유병율은 78.3%였다(박영환, 정범석, 김창윤, 이철, 2001).

월경전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여러 가지가 대두되고 있으며 그 중 호

르몬의 변화, 스트레스, 정신적요인, 신경전달 물질, 영양소의 결핍이 주원인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Ussher, 1992). 월경전증후군은 생리학적 요인(Winer & Rapkin, 2006;

Speroff & Fritz, 2005)외에도 심리 사회적 요인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영향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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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Ussher, 1992), 만성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거나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정서에

노출 되어 있는 직장여성들에게서 월경전기 변화가 발생하기 쉽다. 특히 증가된 직무

스트레스가 월경전증후군을 악화시키며 그로인해 대인관계 및 정상 활동에 지장을 초

래(류영민, 조숙행, 2000)하여 업무 능률을 저하 시킨다(홍경자, 박영숙, 김정은, 김혜

원, 1998). 또한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간호사는 월경전증후군에 영향을 주어 주요 생

활사건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Schimidt, Grover, Hoban, & Rubinow, 1990), 정서

적 탈진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박영환 등, 2001).

월경전기의 신체적 증상이 행동문제는 물론 심각한 심리적인 증상으로 발전하여

많은 여성의 정신건강과 안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관심

과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일반여성이나 대학생을 대상

으로 스트레스와 월경전증후군과의 관계를 조사하였고(김회경, 조숙행, 신동균, 1999;

소기윤, 조숙행, 김정웅, 이현수, 고승덕, 2002; 신미아, 2005; 조진형, 김동일, 박기범,

강희철, 2006), 생리적, 정서 및 인지적 요인, 스트레스 요인을 중심으로 월경전증후군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연구들이(박혜연, 안창일, 2004; 이성희, 2001;

이은주, 2000; 소기윤, 등 2002; Masho, Adera, & South-Paul, 2005) 진행되었다. 그

러나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직업군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월경전

증후군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일반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

스와 월경전증후군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월경전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

보고자 한다. 이는 간호사가 월경전증후군으로 인해 받는 신체적, 심리적, 행동적 부

정적 영향들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중재전략의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월경전증후군 증상에 대한 조직차원의 관심은 간호사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더 나아가 간호업무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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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일반간호사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월경전증

후군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월경전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월경전증후군 정도를 파악한다.

2)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개인적 특성, 직업적 특성, 관계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

스의 차이 또는 관계를 파악한다.

3)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월경전증후군의 차이 또는 관계를 파악한다.

4)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월경전증후군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5) 간호사의 월경전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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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정의

1) 직무스트레스

간호사가 근무로 인하여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장애를 받을 정도로 부담을 느끼

는 정도를 말하며(구미옥, 김매자, 1984), 본 연구에서는 구미옥과 김매자(1984)가 개

발하고 안미경(2003)이 보완하여 작성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2) 월경전증후군(Premenstrual syndrome : PMS)

월경을 시작하기 전에 생기는 정서적, 행동적, 신체적 변화로 월경이 시작되면 극

적으로 사라지는 복합증후군으로(김은주, 1987), 본 연구에서는 월경전기 동안에 경험

했던 월경전기 증상을 Halbreich와 Endicott, Schact와 Nee(1982)가 개발하고 Allen,

McBride와 Pirie(1991)가 간추린 축약형 월경전증후군 사정도구를 이만홍, 김지웅, 이

정현, 김덕만(2002)이 국내에서 번역하여 사용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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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직무스트레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는 간호사가 업무로 인해서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장애를

받을 정도로 부담을 느끼는 상태(구미옥, 김매자, 1984)로서, 간호사라는 전문 직업인

들에게서 직업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개인적인 스트레스이며 간호사가 직무를 수행하

는데 있어 직무 환경과 관련되어 발생된다. 이러한 직무스트레스는 간호사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간호목표 달성을 위한 능력 발휘에 장애가 되며(박성애, 김정희, 2001),

업무상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의욕상실, 간호대상자에 대한 무관심, 불친절

등을 야기 시켜 환자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간호사 개인

의 안녕을 위협하게 되어 정상적인 신체기능의 이상을 초래하고, 간호발전 저해와 병

원경영에도 많은 손실을 가져온다(안미경, 2003). 과도한 업무와 전문적 사명감, 새로

운 지식의 급증과 환자의 직접 간호요구, 복잡한 인간관계와 교대근무 같은 근무조건

등으로 인해 많은 수의 임상간호사들이 심각한 직무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김혜란,

2003).

간호사가 직무스트레스로 겪는 생리적 반응으로는 두통, 피로감, 위장관 질환, 상

기도 감염, 현기증, 오심, 불면증, 긴장, 불안 등이 있으며, 심리적 반응에는 혼란, 집중

력장애, 신경과민 등이 있다(Challaghan et al., 2000). 그 외에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

향을 받아 간호업무에 흥미를 상실하게 되며 위축, 소외감 등을 경험하고 대인관계가

어려워진다. 이로 인하여 도덕적 규범에 둔감해지고 태만해지며, 이유 없는 무계획적

인 결근을 자주하게 되고 직업만족도가 저하되고 근무부서를 자주 바꾸거나 이직률이

높아질 뿐 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심한 육체적 증상이나 증후를 보일 경우도 있고, 결

국에는 직업으로 인한 소진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는 결국 이직의도로 발전하게 될

뿐 만 아니라(Ingersoll, Olsan, Drew-Cates, Devinny, & Davis, 2002; Larrabee,

Janny, & Ostrow, 2003; Rambur, Palumbo, Mclntosh, & Mongeon, 2003),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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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환자를 간호하게 되면 투약 오류, 의료기기의 오작동, 환자 파악의 오류 및

주사침 상해 등 여러 사고발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Suzuki et al, 2004), 환자간

호에 태만할 수 있고(Jacobson, 1983) 궁극적으로는 환자간호의 질을 저하시키게 된

다.

직무스트레스를 완충시킬 수 있는 중재요인으로는 상사, 동료, 가족 및 친구로부

터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장세진, 2002), 이때 사회적 지지는

타인들에 의해 제공되는 자원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긍정적 감정의 표현, 행동

이나 지각의 인정 및 상징적 또는 물질적 도움 등의 대인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개인의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말한다(이선영, 2004).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 사람

으로 하여금 스트레스 환경에서의 대응을 촉진하고 적응을 돕는 보호적인 역할 뿐 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스트레스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심리적인

안녕에 기여하는 예방적인 역할을 하는 개념으로 정의되기도 한다(도복늠, 이미경,

1998).

이러한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면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부정적 심리상태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질병이나 사망 등 위협이 되는 행동유형을 통해 신체적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이우천, 1997). 특히 성급함(조급함),

상승된 경쟁심, 공격적인 의욕, 시간에 대한 만성적인 긴장감, 가끔씩 보이는 다소 적

대적인 행위 등으로 특징을 보이는데 이러한 A형 행동유형의 특성을 보이지 않는 사

람을 B형 행동유형으로 명한다(Friedman, & Rosenman, 1974). A형 행동유형은 그렇

지 않은 B형 행동유형 근로자에 비해 더 높은 직무스트레스와 신체적, 정신적 긴장을

호소한다(김광숙, 2003; 윤현숙 등, 2008). A형 행동유형은 직장 내 스트레스 인자의

양이나 질과도 무관하게 그자체가 심리학적 증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인지된 스트레스 인자와 긴장의 관계를 약화시킴으로서 중재효과를 가지는 것으

로 연구 되었다. 그런데 스트레스인자 뿐 만 아니라 스트레스 증상에도 영향을 미치

는 매개효과도 가지는 것으로 밝혀져 스트레스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성적 특

성으로 알려지고 있다(장세진,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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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경전증후군

월경은 중추신경계-시상하부-뇌하수체-난소 축으로 연결되는 신경호르몬계의 생

리작용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심리사회적인 요인, 각 수

준에 작용하는 호르몬과 이들 호르몬과 상호작용을 하는 각종 신경전달물질에 영향을

받는 복잡한 생리현상이다(김철원, 1997). 여성은 평균 12세에 초경을 시작하여 51세

에 폐경을 경험 하는 동안 400회 이상의 월경을 반복하면서 월경주기에 따라 월경을

전후 하여 다양한 불편감을 경험한다(장춘자, 1997). 월경주기의 변화 중 월경전증후

군(PreMenstrual Syndrome : PMS)은 월경이 시작되기 전에 생기는 신체적, 정신적,

행동적 변화이다. 이는 월경이 시작되면 극적으로 사라지는 복합증후군으로서 흔히

볼 수 있는 여성의 월경 경험중의 하나이다(김은주, 1987).

우리나라 가임기 여성의 30∼90%가 경험하는 월경전증후군은 150여 가지의 증상

들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들을 적어도 한 가지 이상 호소하는 여성들은 약

75%∼92%로 보고되고 있다(박혜은 등, 2005; 정범석 등, 2000). 월경전 기간 동안 중

등도 이상의 증상을 경험하는 여성은 35.3%로 추정되는데(Wittchen, Becker, Lieb, &

Krause, 2002),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월경전 증상을 반복적으로 경

험할 경우 월경전 불쾌장애(Premenstrual dysphoric disorder: PMDD)로 진단된다. 월

경전증후군과 월경전 불쾌장애 모두 월경전기에 발생하는 복합적인 증상군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월경전 불쾌장애는 월경전증후군에 비

해 보다 병리적인 상태이고, 더욱 심각하고 광범위한 손상을 유발한다(Campbell,

2004). 국내연구를 통해 월경전증후군의 유병률은 20%∼95%, 월경전 불쾌장애는

4.6%∼8%로 조사되었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월경전 증상을 회고적으로 연구한 한국

연구에서 월경전증후군 유병율은 78.3%(박영환 등, 2001)이었고,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회고적 연구에서도 월경전증후군 유병율은 83.3%(홍경자 등, 1998)로 보고되었다.

국내연구에서 보고된 월경전증후군 유병률에 대한 심한격차는 각각의 연구에서 적용

된 척도와 월경전증후군의 진단기준, 연구대상이 일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박영환

등, 2001; 박혜은 등, 2005; 이성희, 2001). 외국의 경우 월경전증후군 유병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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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월경전 불쾌장애의 유병률은 3%∼11%로 보고되었고(Halbreich, Borenstien,

Pearlstein, & Kahn, 2003), 미국과 영국에서는 가임기 여성 중 1/3이 월경전증후군을

호소하고 있으며, 그 중 10% 정도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그 증세가 심하

다고 하였다(김민정, 오기숙, 이청무, 2004; 이소연 등, 2005).

가임기 여성 대부분이 월경전기에 약한 정도에서부터 심각한 정도까지 심리적,

신체적인 증상을 경험하는데 증상이 심한 경우 심각한 행동문제를 포함한 심리적인

증상 등이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체 다양한 부위의 통증, 식욕변화,

행동 통제의 어려움 및 가벼운 우울이나 불안, 지속적인 짜증, 불면과 같은 심리적인

증상이 심각한 경우, 비능률적인 또는 불성실한 직장생활, 사회적 고립감과 같은 사회

적인 문제, 결혼파탄, 자녀학대와 같은 가족문제 및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김민

정, 남윤신, 오기숙, 이청무, 2003; 박경은, 이성은, 2001; Hylan, Sundell, & Judge,

1999). 월경전증후군의 증상으로는 신체적 증상으로 체중증가, 유방압통, 부종, 요통,

복통, 두통, 피로 등이 있으며, 심리 및 정서증상으로 성마름, 정서불안, 긴장, 우울, 통

제력을 상실할 것 같은 느낌이 있고, 행동적 증상으로는 주의집중 곤란, 흥미감소, 사

회적 위축 등이 있다(Freeman, 2003). 이러한 증상을 바탕으로 월경전기에 두드러지

는 심각한 정서적 증상을 보이거나 급격한 신체변화 및 통증을 호소할 경우, 증상의

심각성이나 증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월경전증후군 혹은 월경전 불쾌장애로 진단한다.

월경전증후군과 월경전 불쾌장애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

러 가지 가설이 제기되고 있다(문석우, 서정석, 류은정, 남범우, 2004; Halbreich et al.,

2003). 지금까지 확인된 원인은 호르몬 및 신경전달물질과 같은 생리적 요인(이성희,

2001), 정서 및 인지적 요인(김지웅, 이정현, 김덕만, 이만홍, 2002; 박혜연, 안창일,

2004; Sigmon, Whitcomb-Smith, Rphan, & Kendrew, 2004), 가족력(이은주, 2000;

Glick, Endicott, & Nee, 1993), 음주, 흡연 및 식습관, 운동 같은 신체적 요인(Masho

et al., 2005; Zucchi et al., 2000), 스트레스(김진숙, 1998; 류영민, 조숙행, 2000; 소기

윤 등 2002) 등이다. 월경전증후군과 월경전 불쾌장애의 원인과 관련해 가장 널리 수

용되고 있는 설명은 위에 기술된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인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Anson, 1999). 이외의 관련요인으로 Woods, Most, & Dery, (1982)는 월경주기와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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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속 일수, 월경에 대한 개인적 기대, 전통적 여성 역할에 대한 사회화, 생활사건과

일상생활 스트레스, 출산력, 경구피임제의 복용여부, 자궁내장치의 삽입여부, 월경주기

의 길이와 월경량, 연령, 직업유무 등이 월경전증후군의 경험과 관련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월경전증후군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행동적 변화를 다양하게 경험

하게 되고 월경전증상이 심한 경우, 한 달에 3∼7일 동안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

여 업무수행이 저하되고 대인관계의 질이 악화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부족

하다고 할 수 있다. 월경전증후군에 대한 인지, 증상 감소 및 불편감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월경전증후군의 정도를 확인하고 그 영향요인

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대처와 개선을 위한 통합적인 탐색이 이루어짐이 중요하겠다.

3. 스트레스와 월경전증후군

직무스트레스와 월경전증후군과의 관계는 선행연구에서 찾아 볼 수 없었으므로

스트레스와 월경전증후군과의 관계를 조사 하였다. 만성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직

장에서 일을 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의 생활 등 부정적 정서들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들은 월경전기 변화가 발생하기 쉽다(Katie, 1999). 이는 월경전기 변화와 관

련된 증상 중 분노와 흥분 같은 반응들은 대인관계와 직업 생활에 있어서 문제를 일

으키며, 일반적인 관례들은 월경전기 변화의 분노와 흥분 등을 차단하기 때문이다. 이

러한 차단된 경험은 그 자체가 스트레스의 근원이 되며, 여성의 일터에서 여러 일들

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다(Katie, 1999). 김정은(1999)과 임성견(2006)도 직무스트레

스가 월경전증후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Halbreich(2003)은 대인관계의 문제, 정서적, 신체적 학대, 사회적 지지의 상실 등

최근의 스트레스 사건은 월경전 증상을 더 악화 시킨다고 하였으며, 박영환 등(2001)

은 스트레스정도가 높을수록 월경전기 증상이 심하고, 정서적 탈진을 더 많이 경험하

며, 업무와 관련된 대인관계에서 지장이 높았다고 보고 하였다. Johnson(1998)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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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se(1999)는 증가된 스트레스가 월경전기 변화 증상을 악화시키며 이완 훈련이나

인지 행동 치료가 월경전기증상을 경감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며, 김회경 등

(1999)은 월경전증상이 호르몬의 변화뿐만 아니라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월경전증후군

이 심해질 수 있다고 하였고 월경전증후군의 치료전략으로 스트레스 관리 요법(운동

요법 및 이완요법)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하였다. 또한 월경전증후군은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스트레스를 평가하고 대처하는 양식에 변화를 유발하여 월경전증

후군을 유발하거나 악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지각 및 대처 과정의 변화 또

한 월경전기 증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 류영민, 조숙행(2000)은 월경전기에 월경전증

후군 변화가 있는 군에서 스트레스 지각이 높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날이 더

많았다고 했다. 이처럼 월경전기에 월경전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더욱

민감하게(Schmidt et al., 1990) 되므로 직무스트레스는 월경전증후군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스트레스지각 및 대처에 영향을 주어 어려운 상황을 만들게 된다.

이상과 같이 스트레스와 월경전증후군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는 개인이 가진 자

원을 초과하여 개인의 안녕 상태를 위협한다고 평가될 때 일어나는 개인과 환경과의

반응으로서 특히, 직장 내에서 직무자체와 대인관계, 직무환경 등에서 스트레스를 경

험하는 직장여성들은 축적된 스트레스반응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스트레스가

결국 여성이 한 달에 한 번씩 경험하는 월경전증후군에 영향을 주게 되어 직무수행에

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직무스트레스와 월경전증후군과의 관계 및 영

향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간호사 개인과 간호조직을 위한 월경전증후군 관리 중재 개발

의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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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스트레스 월경전증후군

<일반적 특성>

1. 개인적 특성 2. 직업적 특성 3. 관계적 특성

ㆍ연령ㆍ결혼상태 ㆍ현 근무 부서 ㆍ사회적지지

ㆍ교육수준 ㆍ현 부서 근무 경력

ㆍ심한 개인 스트레스 ㆍ총 근무 경력

ㆍ행동유형 ㆍ초경연령 ㆍ월평균 밤 근무 일수

ㆍ평균월경주기

ㆍ월경주기의 규칙성

ㆍ월경양ㆍ출산횟수

이상과 같이 문헌을 근거로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그려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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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종합병원 일반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월경전증후군과의 관계를 규명

하고 월경전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예측 설계연구이

다.

2. 연구대상자

연구 대상자는 강원도 소재의 Y 대학 종합병원 일반병동에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일반간호사를 근접모집단으로 하여 다음의 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간호사

142명을 편의 표출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 수 기준은 G Pow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술적 예측 설계연구

를 위해 16개 독립변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에서 중간효과크기(f²= .15), 검정력 0.8,

유의수준 0.05로 하였을 때 143명이 산출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간호사의 근무부서, 교대근무와 직위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일반병동에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일반간호사

를 근접모집단으로 하였으며 대상자 연령을 20세에서 39세 사이로 하였는데, 이는 월

경전증후군이 30대와 40세 사이의 여성에서 증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결과(Woods,

Mitchell, & Lentz, 1995)를 근거로 하였으며 임신 중이거나, 폐경 전 증후군 경험자,

자궁근종 진단을 받은 자, 자궁적출술을 받은 자, 월경전증후군 및 월경통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여성들은 갑작스런 호르몬 변화가 있을 때 증상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최두석, 2009)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월경전증후군과 구별할 수 없어서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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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설문에 참여하기로 서면 동의한 자

2) 20∼39세의 가임이 가능한 자

3) 임신 중이거나 폐경 전 증후군 및 폐경을 경험하지 않은 자

4) 자궁근종 진단을 받거나 자궁적출술을 받지 않은 자

5) 최근 3개월 동안 월경증후군 및 월경통과 관련하여 약물 복용 중이거나 치료 중

이지 않은 자

3. 연구 도구

1)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는 국내에서 사용된 간호사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4개(김

자훈, 2001; 안미경, 2003; 이현실, 2001; 최정희, 1999)를 가지고 도구의 하위요인 구

성과 문항에 대하여 간호학과 교수 2인과 파트장 3인에게 자문을 받아 간결하면서도

일반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진 안미경(2003)

의 측정도구를 최종 선택하였다.

안미경(2003)의 직무스트레스 도구는 구미옥과 김매자(1984)가 개발 한 것을 수정

ㆍ보완한 것으로, 이 도구는 총 23문항으로 업무량 과중 5문항, 전문직 역할 갈등 5문

항, 전문지식과 기술 부족 3문항, 대인 관계상의 문제 5문항, 부적절한 대우와 보상 4

문항, 밤 근무 1문항의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척도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

1점에서 ‘아주 심하게 느낀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최소 23점에서 최고 115점

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신뢰도는 안미경

(2003) 연구에서 Cronbach's α .8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3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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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경전증후군

월경전증후군은 Halbreic 등(1982)이 개발한 95문항의 월경전증후군도구

(Premenstrual Assessment Form; PAF)를 Allen 등(1991)이 간추린 10문항을 가지고,

국내에서 이만홍 등(2002)이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한 축약형 월경전증후

군 사정도구(Shortened Premenstrual Assessment Form; S-PAF)를 사용하였다. 도구

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Y대학병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40명의 간호

사를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요인분석 한 결과 수분영역이 정서에 혼합되어

나타났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α .954로 나타나 수분영역의 월경전증후군 증상의 2

문항의 어휘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구성은 정서 4문항, 수분정체 4

문항, 통증 2문항의 3개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척도는 월경 시작 전 증후의 ‘변화

없음’ 1점에서 ‘아주 심한 변화’ 6점까지의 6점 Likert 척도로 10-60점까지이며 27점

이상은 월경전 불쾌장애(Premenstrual dysphoric disorder : PMDD)로 진단될 수 있

고 점수가 높을수록 월경전증후군의 증상을 심하게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본

도구는 기준을 27점으로 하였다. 도구 신뢰도는 이만홍 등(200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4이었다.

3)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은 개인적 특성, 직업적 특성, 관계적 특성을 조사하였

다.

(1) 개인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은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심한 개인 스트레스, 행

동유형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초경연령, 평균 월경주기, 월경주기의 규칙성, 월경양,

출산횟수의 산부인과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이 중 행동유형은 Weinrich, A. P., Weinrich, M. C,, Keil, Gazes, & Po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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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가 개발하고 김광숙(2003)이 근로 여성에 맞게 수정ㆍ보완한 총 9문항의 프레밍

햄 A형 타입(Framingham Type A) 성격유형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

의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항상) 그렇다’ 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

로 9-36점의 점수범위를 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적, 정신적 긴장을 보이는 행동

유형인 A형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점수를 기점으로 A, B형을

구분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김광숙(2003)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6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71이었다.

(2) 직업적 특성

직업적 특성은 현 근무 부서, 현 부서 근무 경력, 총 근무경력 및 월평균 밤 근무

일수를 조사하였다.

(3) 관계적 특성

관계적 특성은 직장 내 상사 및 동료 그리고 가족과 친구 간의 관계적 특성을 확

인하기 위한 사회적 지지를 조사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Hagihara, Tarumi, Miller,

& Morimoto(1997)와 이종목과 박한기(1988 a, b)의 도구를 참조하여 김광숙(2003)이

상사, 동료, 가족, 친구의 사회적지지 항목으로 재구성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

다. 이 도구의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항상) 그렇다’ 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7-28점의 점수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 정도가 높음

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김광숙(2003)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7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2이었다.

4. 자료수집 절차 및 방법

자료수집은 Y 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 후 Y 대학교 종합병원 간호국의

허락을 받아 2010년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본 연구 자료수집

에 앞서 동일 병원 간호사 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시행하여 설문조사 시간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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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수집 방법을 확정하였다. 본 자료 수집 절차는 간호국 및 병동의 협조를 통해 연구

대상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간호사 명단을 획득한 후, 병동의 파트장에게 연구의 목

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파트장이 연구대상 간호사에게 연구목적과 내용을 설명한 후

에 자발적으로 질문지 작성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집되었다. 이러한 방법을 사

용한 이유는 본 연구자가 Y대학 종합병원의 파트장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면대면 조

사는 후광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며 연구 보조원을 사용할 경우

접근성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질문지를 작성하기 전에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으며

익명성 보장 및 연구 참여자의 권리를 안내 하였다. 본 연구에서 필요로 되는 연구대

상자 수 143명을 충족시키기 위해 질문지는 총 150부를 배부하여 3회(1차 120부, 2차

27부, 3차 3부)에 걸쳐 총 150부를 회수하여 회수율 100%였으며, 이 중 불완전하게

응답한 질문지 8부가 제외되어 142부만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일반적 특성(개인적 특성, 직업적 특성 및 관계적 특성), 직무스트레스와 월경전

증후군정도는 실수, 평균 및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월경전증후군의 차이 혹은 관계는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3) 직무스트레스와 월경전증후군과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4) 월경전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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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은 개인적 특성으로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심한 개인스

트레스, 행동유형, 초경연령, 평균월경주기, 월경주기의 규칙성, 월경양, 출산횟수를,

직업적 특성으로는 현 근무부서, 현 부서 근무 경력, 총 근무경력, 월평균 밤 근무 일

수를, 관계적 특성으로 사회적 지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대상자의 개인특성 중 연령의 평균은 29.07세이며, 23-29세 59.9%, 30-39세

40.1%이었고, 결혼 상태는 미혼이 66.9%로, 기혼 33.1%보다 2배정도 많았으며, 교육

수준은 대학 졸업 이상 57.0%, 전문대졸 43.0%였다. 심한 개인 스트레스는 때때로 있

다가 38.0%로 가장 많았고, 많이 있다와 가끔 있다가 각각 30.3%였으며, 없다는 1.4%

였다. 행동유형은 최고점수 36점에 최소17점에서 최대 34점이었으며 평균은 24.38점을

보였다. 초경연령의 평균은 13.6세이며, 13세가 35.2%로 가장 많았고, 14세와 15세 이

상은 각각 23.9%, 25.4%였다. 평균 월경주기는 29.24일이며, 76.1%의 대상자가 26-30

일의 월경주기를 갖고 있었다. 월경주기의 규칙성은 규칙적 72.5%, 불규칙적 27.5%이

었고, 월경양은 보통이 66.2%로 가장 많았으며, 출산횟수는 미혼과 기혼을 합하였기

때문에 출산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70.4%로 가장 많았다.

직업적 특성 중 현 근무부서는 외과계가 45.1%로 가장 많았고, 내과계 25.4%, 산

소아과, 분만실 14.8%, 기타병실(재활병동, 특실)이 14.8%이었다. 현 부서 근무 경력은

평균 40.48개월이며, 2년-5년 미만 47.2%, 5년 이상 23.9%, 2년 미만 28.9%이었다. 간

호사의 총 근무경력은 평균 81.99개월이며, 2년-5년 미만이 40.1%로 가장 많았다. 월

평균 밤 근무 일수는 7일이 70.4%로 가장 많았으며, 6일 이하 25.3%, 8일 이상 4.2%

이었다.

관계적 특성 중 사회적 지지는 최고점수 28점을 기준으로 최소 14점에서 최대 28

점이었으며 평균 21.54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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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성 구 분 n (%)
Mean±SD

(Range)

개인적 특성 연령 23-29세 85 (59.9) 29.07±4.67

30-39세 57 (40.1) (23∼39)

결혼상태 미혼 95 (66.9)

기혼 47 (33.1)

교육수준 전문대졸 61 (43.0)

대학졸 이상 81 (57.0)

심한 개인 없다 2 ( 1.4) 2.97± .82

스트레스 가끔 있다 43 (30.3)

때때로 있다 54 (38.0)

많이 있다 43 (30.3)

행동유형 24.38±3.08

(17∼34)

초경 연령 12세 이하 22 (15.5) 13.66±1.28

13세 50 (35.2)

14세 34 (23.9)

15세 이상 36 (25.4)

평균 25일 이하 13 ( 9.2) 29.24±4.47

월경주기 26-30일 108 (76.1)

31일 이상 21 (14.8)

월경주기의 규칙적 103 (72.5)

규칙성 불규칙적 39 (27.5)

월경양 적은편 25 (17.6)

보통 94 (66.2)

많은편 23 (16.2)

출산 횟수 0회† 100 (70.4) .45± .77

1회 20 (14.1)

2회 21 (14.8)

3회 1 ( .7)

<표 1>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N=142)

†미혼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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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성 구 분 n (%)
Mean±SD

(Range)

직업적 특성 현 근무 부서 내과계 36 (25.4)

외과계 64 (45.1)

산소아과, 분만실 21 (14.8)

기타병실 21 (14.8)

현 부서 2년 미만 41 (28.9) 40.48±25.48 †

근무 경력 2년-5년 미만 67 (47.2)

5년 이상 34 (23.9)

총 근무 경력 2년 미만 13 ( 9.2) 81.99±57.32 †

2년-5년 미만 57 (40.1)

5년-9년 미만 30 (21.1)

10년 이상 42 (29.6)

월 평균 밤 6일 이하 36 (25.3) 6.78± .58

근무일 수 7일 100 (70.4)

8일 이상 6 ( 4.2)

관계적 특성 사회적지지 21.54± 2.65

(14∼28)

<표 1>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계속)

(N=142)

†단위 :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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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월경전증후군 정도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월경전증후군 정도는 <표 2>와 같다.

총 직무스트레스의 평균점수는 85.50점으로 최고 평균평점 5점을 기준으로 3.71점

을 보였다. 직무스트레스를 하부영역별로 살펴보면 업무량과중으로 인한 직무스트레

스가 3.9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밤 근무 3.97점, 대인관계상의 문제 3.71점, 전문직과

기술의 부족 3.69점, 전문직으로서의 갈등 3.61점, 부적절한 대우와 보상으로 인한 직

무스트레스가 3.42점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 문항별 분석은 <부록 1>과 같

다.

월경전증후군의 평균점수는 29.94점으로 최고 평균평점 6점을 기준으로 2.99점을

보였다. 월경전증후군을 하부영역별로 살펴보면 통증 월경전증후군이 3.5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정서 월경전증후군 2.92점, 수분정체 월경전증후군 2.79점 순으로 나타났다.

월경전증후군의 문항별 분석은 <부록 2>와 같다.

월경전증후군 중 월경전 불쾌장애로 진단될 수 있는 27점 이상인 간호사는 전체

응답 간호사중 79명(55.6%)이었다 <부록 3>.



- 22 -

변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A) 문항수(B)
평균평점

(A/B)

총 직무스트레스 57 113 85.50 23 3.71

업무량과중 12 25 19.96 5 3.99

전문직으로서의 갈등 9 20 14.45 4 3.61

전문직과 기술의 부족 7 15 11.09 3 3.69

대인관계상의 문제 12 30 22.30 6 3.71

부적절한 대우와 보상 4 20 13.70 4 3.42

밤 근무 1 5 3.97 1 3.97

총 월경전증후군 12 55 29.94 10 2.99

수분정체 4 23 11.17 4 2.79

정서 4 24 11.69 4 2.92

통증 2 12 7.07 2 3.53

<표 2>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월경전증후군의 평균평점

(N=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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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월경전증후군

1) 간호사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월경전증후군의 차이 또는 관계

간호사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월경전증후군의 차이 또는 관계 분

석에서 대상자의 산부인과적 특성은 월경전증후군과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 본 연구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산부인과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분석은 본 연구에

서 제외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간호사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의 관계에서는 심한 개인 스트레스 경

험과 직무스트레스가 유의한 차이(F=4.852, p<.01)를 보여 Schėffe 사후 분석한 결과

심한 개인스트레스가 많이 있는 간호사가 가끔 있는 간호사 보다 유의하게 직무스트

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행동유형과 직무스트레스가 유의한 관계(r=.437,

p<.01)를 보여 A형 행동유형일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에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과 직무스트레스와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간호사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월경전증후군의 관계에서는 심한 개인 스트레스경

험과 월경전증후군이 유의한 차이(F=9.895 p<.001)를 보여 Schėffe 사후 분석한 결과

심한 개인 스트레스가 많은 간호사가 가끔 있는 간호사 보다, 때때로 있는 간호사가

가끔 있다는 간호사보다 유의하게 월경전증후군을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행동유형과 월경전증후군과의 관계가 유의하게(r=.241, p<.01) 나타나, A형 행동유형

일수록 월경전증후군을 심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연령, 결혼상태, 교

육수준, 초경연령, 평균 월경주기, 월경주기의 규칙성, 월경량과 월경증후군과는 유의

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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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구 분
직무스트레스

t/F/r
월경전증후군

t/F/r
Mean±SD Mean±SD

연령 23-29세 84.14±11.18
-1.717

30.11±10.63
.225

30-39세 87.52±11.99 29.68±12.17

결혼상태 미혼 85.29±11.22
- .299

30.29±11.25
.528

기혼 85.91±12.43 29.23±11.28

교육수준 전문대졸 85.78±11.63
.255

30.06±11.58
.112

대학졸 이상 85.28±11.64 29.85±11.03

심한 개인 가끔 있다 81.90±10.48a

4.852
**

24.16±9.82ab

9.895
***

스트레스 때때로 있다 86.25±11.86 31.90±10.03
b

많이 있다 89.25±10.39
a

33.60±11.94
a

행동유형 .437** .241**

초경 연령† 12세 이하 - 28.40± 9.81

.685
13세 29.38±10.65

14세 29.38±12.71

15세 이상 32.19±11.48

평균 25일 이하 - 32.92±13.53

1.335월경주기† 26-30일 29.08±10.64

31일 이상 32.52±12.52

월경주기의 규칙적 - 29.49±11.37
- .772

규칙성† 불규칙적 31.12±10.92

월경양† 적은편 - 32.44±11.87

2.326보통 28.51±10.56

많은편 33.08±12.52

출산 횟수† 0회 - 30.30±11.41

2.2301회 32.75±10.99

2-3회 25.77± 9.88

<표 3>간호사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월경전증후군의 차이 또는 관계

(N=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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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posttest Schėffe p< .05

†산부인과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는 분석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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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구 분
직무스트레스

F/r
월경전증후군

F/r
Mean±SD Mean±SD

직업적 현 근무 내과계 88.91±12.13

1.632

28.66±11.51

.757
특성 부서 외과계 84.57±10.84 29.42±10.41

산소아과, 분만실 82.61± 9.34 30.61± 8.41

기타병실 85.33±14.17 33.04±15.19

현 부서 2년 미만 84.48±12.92

.231

29.97±11.61

.182근무 경력 2년-5년 미만 85.77±10.96 29.44±10.66

5년 이상 86.17±11.40 30.88±12.12

총 근무 2년 미만 88.61±11.15

1.440

33.62± 9.86

.510
경력 2년-5년 미만 83.42±11.07 29.43±10.11

5년-9년 미만 85.06±13.19 29.73±12.90

10년 이상 87.66±11.03 29.64±11.97

월 평균 6일 이하 84.22±10.82

.784

29.11±10.52

1.354밤 근무 7일 85.66±12.01 29.81±11.39

일수 8일 이상 90.50± 8.62 37.16±11.99

관계적

특성
사회적지지 -.097 -.139

2) 간호사의 직업적, 관계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월경전증후군의 차이 또는

관계

간호사의 직업적, 관계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월경전증후군의 차이 또는

관계를 분석한 결과 현 근무 부서, 현 부서 근무경력, 총 근무경력, 월 평균 밤 근무

일수, 사회적 지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4>.

<표 4> 간호사의 직업적, 관계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월경전증후군의 차이

또는 관계

(N=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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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월경전증후군 수분정체 정서 통증

총 직무스트레스 .136 .072 .195
*

.067

업무량과중 -.028 -.074 .010 -.005

전문직으로서의 갈등 .139 .077 .181
*

.103

전문직과 기술의 부족 .157 .074 .212
*

.124

대인관계상의 문제 .166
*

.140 .209
*

.043

부적절한 대우와 보상 .078 .026 .135 .020

밤 근무 .148 .077 .201
*

.100

4.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월경전증후군과의 관계

1)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월경전증후군과의 관계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월경전증후군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총 직무스트레스와 총 월경전증후군과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

으며, 대인관계상의 문제로 인한 직무스트레스와 월경전증후군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

계를 나타내어(r=.166, p< .05) 대인관계상의 문제로 인한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총 월경전증후군은 더 심각하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직무스트레스와 월

경전증후군 하부 영역 중 정서(r=.195, p< .05)와 전문직으로서의 갈등(r=.181, p<

.05), 전문직과 기술의 부족(r= .212, p< .05), 대인관계상의 문제(r=.209, p< .05) 및 밤

근무(r=.201, p< .05)와 정서간의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전문직으로의 갈등, 전

문직과 기술의 부족, 대인관계상의 문제, 밤 근무로 인한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정

서 월경전증후군을 심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월경전증후군과의 상관관계

(N=142)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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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사의 행동유형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월경전증후군과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행동유형과 월경전증후군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행동유형에 따

른 직무스트레스와 월경전증후군과의 상관관계를 추가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표 6>,

<표 7>과 같다.

<표 6>에서 보면 A형 행동유형의 간호사는 총 직무스트레스와 월경전증후군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업무량 과중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는 총 월경전

증후군(r= - .282, p< .05)과 또한 수분정체의 월경전증후군(r= - .297, p< .05)과도 유

의한 음의 관계를 보여 업무량과중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총 월경전증후군과

수분정체의 월경전증후군의 심각성 경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전체간호사를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와 반대방향을 보였다.

<표 7>에서 보면 B형 행동유형의 간호사는 총 직무스트레스와 월경전증후군의

정서(r= .238, p< .05)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직무스트레스의 전문직으로서의

갈등(r= .246, p< .05)과 대인관계상의 문제(r= .260, p< .05)는 월경전증후군의 정서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직무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정서의 월경전증후군을 심

각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간호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같은 방향

을 보였다.

이처럼 A형 행동유형의 간호사는 업무량과중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총 월

경전증후군과 수분정체 월경전증후군이 낮아졌으며, B형 행동유형의 간호사는 총 직

무스트레스, 전문직으로서의 갈등, 대인관계상의 문제로 인한 직무스트레스가 높아질

수록 정서의 월경전증후군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행동유형에 따라 직무스트레스

와 월경전증후군과의 관계가 상반되게 나타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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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월경전증후군 수분정체 정서 통증

총 직무스트레스 -.027 -.065 .044 -.089

업무량과중 -.282* -.297* -.224 -.200

전문직으로서의 갈등 -.033 -.046 -.001 -.056

전문직과 기술의 부족 .079 -.007 .166 .020

대인관계상의 문제 .011 .025 .053 -.122

부적절한 대우와 보상 .061 .017 .116 -.008

밤 근무 .128 .030 .193 .115

총 월경전증후군 수분정체 정서 통증

총 직무스트레스 .194 .142 .238* .124

업무량과중 .121 .086 .143 .096

전문직으로서의 갈등 .206 .138 .246
*

.168

전문직과 기술의 부족 .156 .103 .172 .157

대인관계상의 문제 .221 .198 .260
*

.104

부적절한 대우와 보상 .040 -.003 .090 .006

밤 근무 .175 .130 .223 .093

<표 6> A형 행동유형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월경전증후군과의 상관관계

(N=66)

*p< .05

<표 7> B형 행동유형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월경전증후군과의 상관관계

(N=76)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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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호사의 월경전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간호사의 월경전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사의 월경전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표 8>.

모델 1은 종속변수인 월경전증후군을 개인적 특성과 분석한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F=2.850, p< .01)하였고, 11.6%의 설명력이 있었고, 이중 영향력이 있는 요인은

심한 개인 스트레스(β=.305, p< .001)로 나타났다.

모델 2는 모델 1에 직업적 특성을 포함시킨 결과로 통계적으로 유의 (F=2.632,

p< .001)하였으며, 설명력은 13.9%로 2.3% 증가 하였고, 이중 영향력이 있는 요인으로

는 심한 개인 스트레스(β=.320, p< .001), 현 부서 근무경력(β=.176, p< .05)이었다.

모델 3은 모델 2에 관계적 특성인 사회적 지지를 포함 시켰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F=2.756, P< .001)하였고, 설명력은 15.7%로 1.8% 증가 하였으며, 유의한 요인으로는

초경연령(β=.178, p< .05), 행동유형(β=.191, p< .05), 심한 개인 스트레스(β=.279, p<

.01), 현 근무부서(β=.176, p< .05)였다.

모델 4는 모델 3에 직무스트레스를 포함 시켰으며 통계적으로 유의(F=2.564, P<

.001)하였고, 설명력은 15.1%로 0.6% 감소하였으며 유의한 요인으로는 초경연령(β

=.178, p< .05), 행동유형(β=.193, p< .05), 심한 개인 스트레스(β=.280, p< .01), 현 근

무부서(β=.175, p< .05)였으며 직무스트레스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포함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월경전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모델 3

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심한 개인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며 초경연령이 높을수록, 행

동유형이 A형 행동유형 일수록, 또한 산소아과, 분만실, 기타 병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일수록 월경전증후군을 심하게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직무스트레스와 월경전증후군의 관계가 정서 월경전증후군에서 부분적 상관관계

를 보여 월경전증후군의 하부영역인 수분정체, 정서, 통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위계

적 다중회귀분석으로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수분정체 월경전증후군은 모델 검정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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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의성을 보이지 않아 제외하였으며, 정서, 통증 월경전증후군의 영향요인은 <부

록 4>, <부록 5>와 같다.

<부록 4>에서 정서 월경전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모델 3에서(F=2.984,

p< .001), 결혼상태(β=.333, p< .05), 행동유형(β=.229, p< .01), 심한 개인스트레스(β

=.278, p< .01)가 유의한 요인이었다.

<부록 5>에서는 통증 월경전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모델 3에서

(F=2.700, p< .001), 초경연령(β=.195, p< .05), 심한 개인스트레스(β=.289, p< .01), 현

근무부서(β=.200, p< .05), 현 부서 근무경력(β=.204, p< .05)이었다.

이처럼 총 월경전증후군과 하부영역인 정서와 통증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조금씩

다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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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β t β t β t β t

개인적 특성

연령 -.038 -.299 -.207 -.839 -.219 -.895 -.216 -.870

결혼상태 .235 1.514 .275 1.730 .255 1.621 .255 1.607

교육수준 .072 .827 .089 1.027 .106 1.226 .106 1.218

심한 개인 스트레스 .305 3.426*** .320 3.621*** .279 3.108** .280 3.054**

행동유형 .170 1.937 .157 1.795 .191 2.160* .193 2.018*

초경연령 .162 1.973 .159 1.941 .178 2.181
*

.178 2.171
*

월경주기 -.046 -.541 -.087 -1.004 -.085 -.991 -.086 -.988

월경주기규칙성 .017 .197 .028 .323 .022 .262 .021 .243

월경양 -.005 -.055 .002 .022 -.019 -.227 -.020 -.229

출산횟수 -.247 -1.460 -.254 -1.485 -.234 -1.384 -.234 -1.375

직업적 특성

현 근무부서 .136 1.697 .176 2.141* .175 2.122*

현 부서 근무경력 .176 2.010* .169 1.941 .169 1.935

총 근무경력 .089 .394 .062 .277 .060 .266

월 평균 밤근무 일수 .073 .881 .059 .712 .059 .712

관계적 특성

사회적 지지 -.165 -1.926 -.166 -1.917

직무스트레스 -.006 -.067

F 2.850
**

2.632
**

2.756
***

2.564
**

R2 .116 .139 .157 .151

R
2
change .023 .018 -.006

<표 8> 간호사의 월경전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위계적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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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미변수 : 결혼상태(미혼: 0, 기혼; 1), 교육수준(전문대졸; 0, 대학졸 이상; 1), 월경주기 규칙성

(규칙적; 0, 불규칙적; 1), 현 근무 부서(내과계, 외과계; 0, 산소아과, 분만실, 기타병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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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사의 행동유형에 따른 월경전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행동유형에 따라 직무스트레스와 월경전증후군간의 관계가 상반되게 나타나 A형

행동유형 간호사와 B형 행동유형 간호사의 월경전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위

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A형 행동유형 간호사에서는 월경전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모델 검정에

서 유의성을 보이지 않아 제외하였으며, B형 행동유형 간호사의 월경전증후군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 분석<표 9>에서는 모델 3에서 (F=2.410, P< .01) 설명력이 35.6%였

으며, 심한 개인 스트레스(β=.331, p< .01)와 현 부서 근무경력(β=.365, p< .01)이 유

의한 영향요인으로 B형 행동유형이 심한 개인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현 부서 근

무경력이 길면 월경전증후군을 심하게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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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β t β t β t β t

개인적 특성

연령 .174 .996 -.115 -.339 -.171 -.506 -.169 -.496

결혼상태 .128 .591 .195 .882 .226 1.030 .245 1.098

교육수준 -.079 -.659 -.114 -.942 -.070 -.571 -.067 -.537

심한 개인 스트레스 .330 2.645* .363 2.896** .331 2.641** .302 2.216*

초경연령 .136 1.229 .154 1.416 .174 1.606 .173 1.586

월경주기 .019 .152 -.071 -.568 -.087 -.700 -.095 -.756

월경주기규칙성 -.088 -.686 -.039 -.306 -.039 -.310 -.022 -.165

월경양 .238 1.881 .187 1.474 .116 .869 .129 .951

출산횟수 -.367 -1.531 -.371 -1.577 -.377 -1.619 -.374 -1.595

직업적 특성

현 근무 부서 -.035 -.317 .010 .089 .011 .095

현 부서 근무경력 .336 2.757** .365 2.999** .361 2.933**

총 근무경력 .154 .489 .130 .416 .105 .330

월 평균 밤근무 일수 .084 .742 .076 .674 .083 .730

관계적 특성

사회적 지지 -.188 -1.548 -.184 -1.497

직무스트레스 .072 .581

F 2.377* 2.358* 2.410** 2.247*

R
2

.245 .331 .356 .360

R2 change .086 .025 .004

<표 9> B형 행동유형 간호사의 월경전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위계적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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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미변수 : 결혼상태(미혼: 0, 기혼; 1), 교육수준(전문대졸; 0, 대학졸 이상; 1), 월경주기 규칙성

(규칙적; 0, 불규칙적; 1), 현 근무 부서(내과계, 외과계; 0, 산소아과, 분만실, 기타병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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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연구는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일반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월경전증후군과

의 관계를 확인하고 월경전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함으로써 월경전증후

군이 개인의 삶과 조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켜 직장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더 나아가 간호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월경전증후군 관리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시도 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정도는 평균평점이 3.71점으로 안미경(2003)

의 평균평점 3.74점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이경진(2000), 정의정과 도복늠(2002)

의 결과 보다는 다소 낮고, 김미선(2001)의 3.51점 보다는 높은 점수를 보여 다른 병

원 간호사들과 직무스트레스가 비슷하였다. 또한 업무량과중과 밤 근무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가 높았는데 안미경(2003), 정의정, 도복늠(2002)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업무량과중과 밤 근무로 인한 직무스트레스는 건강측면에서 불규칙한 신체리듬을 초

래하여 신체적, 정신적 및 신경 감각적 피로와 부담을 가져오게 하므로(Grossman,

1997) 이것은 월경전증후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Katie, 1999;

Ussher, 1992).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월경전증후군 정도는 평균평점이 2.99점으로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최효주(2006)의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결과이다. 하부영역별로 보았을 때

통증 월경전증후군이 가장 높았고 수분정체와 정서영역이 낮았는데 이는 여대생에서

는 통증이 높았고(홍경자 등, 1998), 또한 여대생에게서 부정적 정서를 가장 많이 호

소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전은미, 2003), 중년여성에서는 통증이 높았고(남윤신,

이청무, 2003), 간호사 대상에서는 정서적 탈진이 두드러지게 높게 보고되고(박영환

등, 2001) 있어 월경전증후군이 대상자 특성에 따라 특정한 양상을 보이지 않고 있었

다.

본 연구에서는 심한 개인 스트레스가 높은 간호사와 A형 행동유형의 간호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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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직무스트레스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직무스

트레스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교대 근무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강혜정

(2008)의 연구에서는 연령, 결혼상태, 현 부서 근무경력, 총 근무 경력에 따라 직무스

트레스가 차이가 있다고 하였으며 안지영(2007)의 연구에서는 일반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박은영(2006)은 중환자실 등 특수부서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서 직무스트레

스가 더 높았다는 것과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월경전증후군의 영향요

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연령을 20∼39세로 하였고 근무부서는 일반병동 3교대 근무를

하는 일반간호사로 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도 유의하지 않아 사회적지

지가 직무스트레스를 완충 시켜준다는 다른 연구결과(장세진, 2002)와 일치하지 않았

다. 반면 송영숙, 이종목(1997)은 사회적지지가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로 간호사는 일반적인 사회적 지지 보다는 간호사의

특성을 이해한 맞춤형 사회적지지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간호사의 월경전증후군이 산부인과적 특성과 유의한 차이는 없게 나왔는데 다른

선행 연구(김지연, 1997; 김회경 등, 1999; 류영민, 2000; 박혜은 등, 2005; 조진형 등,

2006) 결과와 일치 한 것으로 초경연령, 평균 월경주기, 월경주기의 규칙성, 월경양,

출산횟수와 월경전증후군과는 관련성이 없음을 다시 확인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심한

개인스트레스정도와 행동유형이 월경전증후군과의 관련성을 보여 심한 개인스트레스

와 행동유형이 직무스트레스와 월경전증후군 둘 다에 관여되는 변수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와 월경전증후군과의 관계에서 전체 대상 간호사는 업무량과중, 전

문직으로서의 갈등, 전문직 기술의 부족, 대인관계의 문제, 밤 근무 직무스트레스와

정서 월경전증후군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월경전

증상이 심해지고 탈진을 경험하게 되며(박영환 등, 2001) 만성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

는 직장에서 근무하게 되면 월경전기 변화가 발생하기 쉽다(Katie, 1999). 그러나 A형

행동유형 간호사는 업무량과중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수분정체 월경전증후군이 감

소하는 반대관계를 보였으며 B형 행동유형 간호사에서는 직무스트레스와 월경전증후

군의 정서적 측면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A형, B형 간호사간의 직무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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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 월경전증후군과의 관계가 반대 방향을 보였다. 이는 A형 행동유형 간호사는 B

형 행동유형 간호사에 비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윤현숙 등, 2008), 공격적이고 성

취동기가 강하고 시간에 대한 압박감을 강하게 느끼고 인내심이 부족한 성향을 보이

는 사람들이며(Smith & Anderson, 1986), 적응력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Evans, Palsane, & Carrere, 1987). 또한 직무스트레스가 월경전증후군에 영

향을 미치지만 월경전증후군도 스트레스 지각과 대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류영민,

조숙행, 2000) A형 행동유형 간호사들에게서 직무스트레스가 더 강하게 부각된 것으

로 생각되며 월경전증후군 인식에 관여되는 변인에 대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는 반대로 본 연구에서 B형 행동유형 간호사들은 A형 행동유형에 비해 스트레스를

덜 받는 사람으로(윤현숙 등, 2008)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월경전기에 평범한 일에

압도당하거나 대처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짜

증이나 분노가 폭발 할 것 같고 슬프거나 울적해지는 것과 같은 정서 월경전증후군을

많이 경험 했다. 따라서 B형 행동유형 간호사들은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정서적 탈진

을 경험하며 월경전 증상을 심하게 경험하는(박영환 등, 2001; Katie, 1999) 양상을 보

였다.

전체대상 간호사의 월경전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초경연령, 행동유형, 심

한 개인스트레스, 현 근무부서로 나타났고 이중 심한 개인스트레스가 가장 영향력 있

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스트레스는 월경전증후군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

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경우 직무스트레스가 월경전증후군에 영향을 미친다

(김정은, 1992; 임성견, 2006)는 결과는 지지받지 못하였으나 대인관계 문제, 정서적,

신체적 학대, 사회적 지지의 상실 등의 최근 개인적 스트레스가 월경전증후군 증상을

악화시킨다고 한 것(Halbreich et al., 2003)은 지지하는 결과이다. 직무스트레스가 영

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간호직이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직업(김현정, 2006; 지

성애 등, 2004)이라는 것이 오히려 월경전증후군의 증상에 대한 인식을 낮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 해 볼 수 있다. 스트레스지각이 월경전증후군 증상을 높히지만(김정은,

1992; 임성견, 2006) 월경전증후군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평가하고 대처하

는 것에 변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지각과 대처과정의 변화 또한 월경전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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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 된다(류영민, 조숙행, 2000). 이렇게 생각할 때 직무스트레스가 월경전증후군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간호사의 대처

방법에 따라 월경전증후군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A, B형 행동유형에 따라 직무스트레스가 월경전증후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는데 A형 행동유형군은 모델에 유의성이 없었으며 B형 행동유형에서는 전체간호사

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심한 개인스트레스가 유의한 영향 요인이었으

며 현 부서 근무경력이 유의한 요인에 포함 되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간호사의 정

신적, 신체적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며(Suzuki et al., 2004), 월경전증후군에 영향

을 미치는(Morse et al., 1991; Ussher, 1992; Woods et al., 1982) 스트레스지각 뿐 아

니라 이 과정에서 대처 방법의 변화가 월경전증후군에 영향을 미쳐 월경전 증상을 경

험 할수록 정서적 대처유형을 사용하였다(류영민, 조숙행, 2000). 따라서 월경전증후군

관리에 간호사가 경험한 직무스트레스 정도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법을 함께 고려해서 생각해야 하며 추후연구에서는 행동유형에 따른 스트

레스 대처방법과 월경전증후군과의 관계가 연구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직무스트레

스 외에 개인이 받고 있는 심한 개인스트레스도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월경전증후군 관리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 종합병원 일반병동에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일반간호사를

대상으로 편의 표집 하여 조사하였으므로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주의를 요하며 행

동유형에 따른 월경전증후군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에서는 표본 수가 적기 때문에 결

과 해석에 제한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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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일반간호사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월경전증

후군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월경전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

적 예측 설계연구였다.

자료수집은 Y 대학 종합병원에서 3교대 근무를 하고 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

는 일반간호사 142명을 편의표집 하였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0년 10월 18일부터 10

월 22일이었다. 연구도구로 안미경(2003)의 간호사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와 이만홍

등, (2002)이 국내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축약형 월경전증후군 사정도구

(Shortened Premenstrual Assessment Form; S-PAF)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

행동유형 도구는 김광숙(2003)이 수정ㆍ보완한 프레밍헴 A 타입 측정도구를 사용하였

고, 사회적 지지는 김광숙(2003)이 수정ㆍ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한 후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목적과 자료의 수준에 맞게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정도는 평균평점 5점 기준에서 3.71점, 월경전증후군 정도는

평균평점 6점 기준에서 2.99점이었고 직무스트레스에서 업무량과중 스트레스가 월경

전증후군에서는 통증 월경전증후군이 가장 높았다.

2)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는 심한 개인 스트레스

경험에서 유의한 차이(F=4.852, p<.01)를 보였으며, 행동유형과 직무스트레스도 유의

한 양의관계(r=.437, p<.01)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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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월경전증후군과의 관계에서는 심한 개인 스트레스경

험에서 유의한 차이(F=9.895 p<.001)를 보였으며, 행동유형과 월경전증후군과의 관계

에서도 유의한 양의 관계(r=.241, p<.01)를 보였다.

4) 대상자의 직업적, 관계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월경전증후군과의 차이 또는

관계는 유의한 것이 없었다.

5) 전체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월경전증후군과의 상관관계는 대인관계상의 문제로

인한 직무스트레스와 월경전증후군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r=.166,

p< .05), 대인관계상의 문제로 총 월경전증후군을 더 심각하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

다. 총 직무스트레스와 월경전증후군 하부영역 중 정서(r=.195, p< .05)와 전문직으로

서의 갈등(r=.181, p< .05), 전문직과 기술의 부족(r= .212, p< .05), 대인관계상의 문제

(r=.209, p< .05) 및 밤 근무(r=.201, p< .05)와 정서간의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

다.

6) 행동유형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월경전증후군과의 상관관계에서 A형 행동유형의

간호사는 업무량 과중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와 총 월경전증후군(r= - .282, p< .05)

과 수분정체의 월경전증후군(r= - .297, p< .05)과는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으며 B

형 행동유형의 간호사는 총 직무스트레스와 월경전증후군의 정서(r= .238, p< .05) 직

무스트레스의 전문직으로서의 갈등(r= .246, p< .05)과 대인관계상의 문제(r= .260, p<

.05)와 월경전증후군의 정서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A, B형 행동유형에 따라

직무스트레스와 월경전증후군과의 관계가 상반되게 나타났다.

7) 전체 대상자의 월경전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초경연령(β=.178, p<

.05), 행동유형(β=.191, p< .05), 심한 개인스트레스(β=.279, p< .01), 현 근무부서(β

=.176, p< .05)로 초경연령, 행동유형, 심한 개인스트레스, 현 근무부서로 나타났으며

심한 개인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초경연령이 높을수록, 행동유형이 A형 행동유형

일수록, 또한 산소아과, 분만실, 기타 병실에 근무하는 간호사일수록 월경전증후군을

더 심하게 경험하였다. A형 행동유형간호사에서는 모델에 유의성이 없었으며 B형 행

동유형간호사는 심한 개인스트레스(β=.331, p< .01)와 현 부서 경력(β=.365, p< .01)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심한 개인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현 부서 근무경력이 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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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월경전증후군을 심하게 경험하였다.

따라서 간호사의 월경전증후군이 개인의 삶과 업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효과

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직무스트레스 뿐 아니라 개인생활 스트레스 조절에도 도

움을 줄 수 있는 스트레스 대응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프로그램은 간호사의 행동유형

을 고려해서 제공되어야 한다.

2. 제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행동유형에 따라 직무스트레스와 월경전증후군과의 관계 및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2)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 월경전증후군이 직무스트레스 지각과 대처방법에

미치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3) 직무스트레스와 월경전증후군과의 관계에서 조절(완충)효과를 보이는 변인을 밝히

는 연구가 필요하다.

4) 간호사의 월경전증후군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에는 직무스트레스 뿐 아니라 개인이

경험하는 심한 개인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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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문 항 Mean±SD

업무량과중 휴일 없이 오랜 기간 근무할 때 4.02± .74

간호 인력의 결원 상태에서 일해야 할 때 4.16± .70

근무 중 중환자가 있을 때 4.23± .72

의사가 자주 처방을 바꾸거나 추가 처방을 수시로 낼

때
3.75± .79

환자가 간호 행위에 협조하지 않을 때 3.79± .82

전문직으로

서의 갈등

간호업무 외의 잡다한 일까지 책임져야 할 때 3.91±.80

환자 자신의 문제가 복잡하여 간호사로서 해결하기에

한계를 느낄 때
3.72± .77

물품 파손 및 분실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할 때 3.57± .77

이론과 실제에서 간호업무의 차이를 느낄 때 3.23± .73

전문직과

기술의

부족

환자간호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할 때 3.56± .79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때 3.66± .83

간호업무 수행 시(투약, 처치 등) 실수나 빼먹은 것을

발견할 때
3.86± .77

대인관계상

의 문제

환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3.69± .81

보호자로 인해 간호 업무가 방해가 될 때 3.74± .87

동료간호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3.88± .85

함께 일하는 의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3.60± .85

상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3.92± .85

타부서(행정, 검사, 방사선과 등)와의 관계가 비협조적,

비합리적일 때
3.45± .86

부적절한

대우와

보상

동료와의 진급순서가 다를 때 3.19± .98

승진의 기회가 적고 불합리하다고 느낄 때 3.23± .86

병원 내에서 간호 인력이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3.89± .84

타 직종에 비해 보수가 적다고 느낄 때 3.38± .89

밤 근무 밤 근무 할 때 3.97± .91

<부록 1>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문항별 평균

(N=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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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문 항 Mean±SD

수분정체 월경 전기에 유방통증이 있거나 유방이 커지거나 붓는다. 3.24±1.25

월경 전기에 체중이 증가한다. 2.83±1.44

월경 전기에 몸이 붓고 부종이 생긴다(실제부종). 2.42±1.39

월경 전기에 몸이 붓는 느낌이 있다(붓는 느낌). 2.68±1.44

정서 월경 전기에 평범한 일에 압도당하거나 대처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2.34±1.29

월경 전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이 느낀다. 3.22±1.40

월경 전기에 짜증이나 분노가 폭발한다. 3.16±1.52

월경 전기에 슬프거나 울적해진다. 2.95±1.47

통증 월경 전기에 허리가 아프고, 뼈마디와 근육에 통증이 있

거나 뻣뻣함을 느낀다.
3.54±1.36

월경 전기에 복부에 더부룩한 느낌, 불쾌감 또는 통증이

있다.
3.53±1.43

구 분 n (%) Mean±SD

월경전증후군 63 (44.4) 19.66±4.20

월경전 불쾌장애 79 (55.6) 38.13±7.78

<부록 2> 간호사의 월경전증후군 문항별 평균

(N=142)

<부록 3> 간호사의 월경전증후군 및 월경전불쾌장애 분포표

(N=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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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β t β t β t β t

개인적 특성

연령 -.064 -.505 -.199 -.816 -.209 -.865 -.227 -.924

결혼상태 .312 2.043
*

.350 2.233
*

.333 2.134
*

.337 2.152
*

교육수준 .083 .976 .095 1.107 .110 1.285 .111 1.295

심한 개인 스트레스 .303 3.462*** .314 3.604*** .278 3.125** .270 2.973**

행동유형 .211 2.440 .199 2.299* .229 2.618** .213 2.242*

초경연령 .136 1.685 .131 1.617 .148 1.830 .149 1.833

월경주기 -.091 -1.097 -.135 -1.575 -.134 -1.566 -.132 -1.545

월경주기규칙성 .052 .609 .060 .710 .055 .657 .063 .730

월경양 -.047 -.554 -.040 -.469 -.059 -.694 -.057 -.665

출산횟수 -.257 -1.547 -.258 -1.528 -.241 -1.434 -.243 -1.445

직업적 특성

현 근무부서 .095 1.195 .130 1.602 .133 1.628

현 부서 근무경력 .176 2.028* .169 1.962 .167 1.939

총 근무 부서경력 .054 .244 .030 .136 .042 .189

월평균밤근무일수 .082 .992 .069 .837 .066 .800

관계적 특성

사회적 지지 -.148 -1.747 -.145 -1.694

직무스트레스 .043 .465

F 3.425
***

2.931
***

2.984
***

2.793
***

R2 .147 .161 .174 .169

R
2
change .014 .013 -.005

<부록 4> 간호사의 정서 월경전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위계적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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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미변수 : 결혼상태(미혼: 0, 기혼; 1), 교육수준(전문대졸; 0, 대학졸 이상; 1), 월경주기 규칙성

(규칙적; 0, 불규칙적; 1), 현 근무 부서(내과계, 외과계; 0, 산소아과, 분만실, 기타병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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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β t β t β t β t

개인적 특성

연령 .037 .282 -.295 -1.199 -.302 -1.234 -.278 -1.120

결혼상태 .159 1.015 .216 1.368 .203 1.285 .197 1.240

교육수준 .081 .926 .102 1.173 .113 1.300 .111 1.277

심한 개인 스트레스 .291 3.229
**

.316 3.605
***

.289 3.212
**

.300 3.263
***

행동유형 .137 1.544 .119 1.370 .142 1.603 .164 1.713

초경연령 .169 2.039* .182 2.237* .195 2.384* .194 2.365*

월경주기 -.055 -.648 -.099 -1.138 -.097 -1.125 -.099 -1.141

월경주기규칙성 .035 .402 .052 .603 .048 .560 .038 .433

월경양 -.001 -.013 -.008 -.090 -.022 -.257 -.025 -.290

출산횟수 -.254 -1.490 -.300 -1.765
*

-.287 -1.690 -.283 -1.663

직업적 특성

현 근무부서 .173 2.167
*

.200 2.428
*

.196 2.369
*

현 부서 근무경력 .209 2.400* .204 2.344* .206 2.358*

총 근무경력 .249 1.112 .231 1.032 .215 .950

월평균밤근무일수 -.013 -.152 -.022 -.269 -.019 -.225

관계적 특성

사회적 지지 -.111 -1.295 -.116 -1.341

직무스트레스 -.058 -.615

F 2.502
**

2.759
***

2.700
***

2.543
**

R2 .096 .149 .153 .149

R2 change .053 .004 -.004

<부록 5> 간호사의 통증 월경전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위계적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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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미변수 : 결혼상태(미혼: 0, 기혼; 1), 교육수준(전문대졸; 0, 대학졸 이상; 1), 월경주기 규칙성

(규칙적; 0, 불규칙적; 1), 현 근무 부서(내과계, 외과계; 0, 산소아과, 분만실, 기타병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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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종합병원

일반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월경전증후군’이라는 주제로 석사학위 논문을

진행 중입니다.

병원은 날로 대형화, 전문화되어가고 의료수요의 증가 및 기관인증평가로 인

한 과다한 업무량, 병원간의 경쟁심화는 병원종사자들 특히 우리 간호사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직무스트레스와 월경전증후군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뿐 아니라 간호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

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평소에 가지고 계신 의견대로 성의

있는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0월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

연구자 : 안 애 경 올림

E-mail : ahnae0547@hanmail.net

동 의 서

본인은 이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들었으며, 설문 작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언

제라도 중단할 수 있으며, 곤란한 질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거부 할 수도 있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동안 어떠한 비용이나 위험도 따르지 않으며, 만약

참여를 원하지 않을 때는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음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설

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2010년 월 일

참여자 : (서명)

<부록 6> 연구 설문지

설 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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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

변화정도

1 - 변화 없음

2 - 아주 약간 변화(본인은 미세하게 느끼나 타인들은 느끼지 못하는 정도).

3 - 약간 변화(본인은 확실히 느끼고 가까운 사람들은 미세하게 느끼는 정도).

4 - 중간정도의 변화(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이 분명히 느끼는 정도).

5 - 심한 변화(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이 아주 분명히 느끼는 정도).

6 - 아주심한 변화(본인과 잘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아주 분명히 느끼는 변화).

문항

번호
월경 시작 전 증후

변화

없음

아주

약간

변화

약간

변화

중간

정도

의

변화

심한

변화

아주

심한

변화

1
월경 전기에 유방통증이 있거나 유방이

커지거나 붓는다.
1 2 3 4 5 6

2
월경 전기에 평범한 일에 압도당하거나 대처

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1 2 3 4 5 6

3
월경 전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이

느낀다.
1 2 3 4 5 6

4 월경 전기에 짜증이나 분노가 폭발한다. 1 2 3 4 5 6

5 월경 전기에 슬프거나 울적해진다. 1 2 3 4 5 6

6
월경 전기에 허리가 아프고, 뼈마디와 근육에

통증이 있거나 뻣뻣함을 느낀다.
1 2 3 4 5 6

7 월경 전기에 체중이 증가한다. 1 2 3 4 5 6

8
월경 전기에 복부에 더부룩한 느낌, 불쾌감

또는 통증이 있다.
1 2 3 4 5 6

9
월경 전기에 몸이 붓고 부종이 생긴다

(실제부종).
1 2 3 4 5 6

10
월경 전기에 몸이 붓는 느낌이 있다

(붓는 느낌).
1 2 3 4 5 6

월경전증후군

다음은 최근에 경험한 3회의 월경 시작 전에 발생한 신체, 행동, 기분의 변화

를 잘 생각하시어 <보기>를 참고하여 변화정도를 해당란에 √표시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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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
직무스트레스

아주

심하게

느낀다

심하게

느낀다

보통

느낀다

약간

느낀다

전혀

느끼지

않는다

1 휴일 없이 오랜 기간 근무할 때

2 간호 인력의 결원 상태에서 일해야 할 때

3 근무 중 중환자가 있을 때

4
의사가 자주 처방을 바꾸거나 추가 처방을

수시로 낼 때

5 환자가 간호 행위에 협조하지 않을 때

6 간호업무 외의 잡다한 일까지 책임져야 할 때

7
환자 자신의 문제가 복잡하여 간호사로서

해결하기에 한계를 느낄 때

8 물품 파손 및 분실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할 때

9 이론과 실제에서 간호업무의 차이를 느낄 때

10 환자간호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할 때

11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판단을 내려

야 할 때

12
간호업무 수행 시(투약, 처치 등) 실수나 빼먹

은 것을 발견할 때

13 환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14 보호자로 인해 간호 업무가 방해가 될 때

15 동료간호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16 함께 일하는 의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17 상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직무스트레스

다음은 간호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임상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상황을 제시한 것입

니다. 각각의 상황에 귀하가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를 해당 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 56 -

문항

번호
사회적 지지

매우

(항상)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의 상사는 내가 업무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데 도움을 준다.

2
나의 상사는 대인관계를 잘 유지하도록 북돋

아 준다.

3
나의 상사는 부하직원의 복지에 관심을 갖는

다.

4
나의 동료들은 나에 대해 개인적인

관심(호의)를 갖고 있다.

5
나의 동료들은 함께 일하기에 좋은 팀웤을

가지고 있다.

6 나의 가족은 정서적으로 나를 지지해 준다.

7
나의 친구(들)는 정서적으로 나를 지지해

준다.

문항

번호
직무스트레스

아주

심하게

느낀다

심하게

느낀다

보통

느낀다

약간

느낀다

전혀

느끼지

않는다

18
타부서(행정, 검사, 방사선과 등)와의 관계가

비협조적, 비합리적일 때

19 동료와의 진급순서가 다를 때

20 승진의 기회가 적고 불합리하다고 느낄 때

21
병원내에서 간호 인력이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22 타 직종에 비해 보수가 적다고 느낄 때

23 밤 근무 할 때

사회적 지지

다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귀하의 생각에 해당되

는 곳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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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
행동 유형

매우

(항상)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모든 일에서 최고/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2 나는 항상 우두머리가 되려 한다.

3 나는 시간에 늘 쫓기는 편이다.

4 나는 성격이 급하고 경쟁적이다.

5 나는 식사를 빨리한다.

6 나는 무엇을 기다릴 때 화가 치민다.

7 나는 일을 할 때 시간에 쫓긴다.

8 나는 종종 생활에 불만을 느낀다.

9
나는 한 가지 일이 있으면 하루 종일 머리에

남아 있다.

행동유형

다음은 행동유형을 묻는 것으로 귀하의 생각에 해당되는 곳에 √표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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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사항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하거나 기록하여주십시

오.

1. 연령 만 세

2. 결혼 여부

① 미혼 ②기혼

3. 학력

① 전문대졸 ② 대학 졸 ③ 대학원 재학 이상

4. 현 근무 부서 병동

5. 한 달간 평균 밤 근무 일수 일

6. 현 부서 경력 년 개월

7. 총 근무 경력 년 개월

8. 초경 연령 만 세

9. 평균 월경주기 일

9-1. 월경주기의 규칙성

① 규칙적(변화 폭이 5일 이내) ② 불규칙적

10. 출산 횟수 회 (미혼: 비해당)

11. 월경양

① 적은편 ② 보통 ③ 많은편

12. 최근 3개월 내에 일상생활에서 개인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

① 많이 있다(5회이상) ② 때때로 있다(3∼4회)

③ 가끔 있다(1∼2회) ④ 없다

◈ 끝까지 설문에 응답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59 -

ABSTRACT

Job stress and Premenstrual Syndrome of Staff Nurse

in a General Hospital

Ahn, Ae Kyung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project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of job

stress and premenstrual syndrome among staff nurses in general hospitals and to

verify the variables affecting premenstrual syndrome.

The Job Stress Scale by Ahn, MK (2003), Shortened Premenstrual Syndrome

Assessment Form(S-PAF) Scale by Lee, MH et al. (2002), Framingham Type A

Behavior Pattern Scale by Kim, GW (2003) and the Social Support Scale by Kim,

GW (2003) were used to collect data from 142 staff nurses who worked all three

shifts.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18 to 22, 2010.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were used with SPSS WIN 18.0 to analyze the data.

The results were as follow:

For variables affecting job stress, work overload had the highest score and

for variables affecting premenstrual syndrome, pain had the highest scor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severe personal stress and behavioral patterns had a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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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ve correlation with job stress and premenstrual syndrome. Among job stress

variables, interpersonal problems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premenstrual syndrome. Role conflict as a professional nurse, lack of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 interpersonal problems and job stress related to night duty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emotional state of premenstrual

syndrome. Job stress and premenstrual syndrome had a partial relationship. For

the Type A behavioral pattern, job stress was inversely correlated with

premenstrual syndrome. In the Type B behavioral pattern, job stres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premenstrual syndrome.

The nurse's premenstrual syndrome was influenced by the following variables:

menarche (age)(β=.178, p< .05), behavior pattern (β=.191, p< .05), severe personal

stress (β=.279, p< .01), current department in which nurse was working (β=.176,

p< .05).

The findings show that job stress in nurses has a partial relationship

according to behavior patterns and that severe personal stress has the highest

positive correlation to premenstrual syndrome. Thus, job stress, personal stress,

and behavior patterns need to be considered to properly manage premenstrual

syndrome. Also, consideration to these variables will improve work productivity

and the quality of life of staff nurses.

Key words: job stress, premenstrual syndr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