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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간호사의 내분비계 교란물질 노출, 감정노동, 

동료지지가 월경 증후군에 미치는 향

  본 연구는 간호사의 내분비계 교란물질 노출, 감정노동, 동료지지가 월경정

증후군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는 서술  상 계 연구이다.

  상자는 강원도 소재 일 학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로 폐경이 안된 49세 

이하 가임기 성인 여성 122명이었다. 자료수집은  2019년 3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설문지를 이용한 자가 보고법으로 하 다. 자료의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3.0 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로 분석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상자는 평균 연령 28.9세로 미혼이 80.3%를 차지하 다. 근무 부서는 일

반 병동 49.2%, 환자실 24.6%, 응 실 14.8%,  외래 근무 11.5% 다. 

2) 상자의 월경 련 특성으로 경 나이는 평균 12.95세 으며, 월경주기는  

규칙 인 경우가 66.4% 다. 한, 월경 증후군의 가족력은 있는 경우가 

35.2% 으며, 월경량은 월경과다군이 63.9%의 분포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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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자의 월경 증후군 정도는 57  만 에 평균 17.01 이었으며,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내분비계 교란물질 노출 정도는 96  만 에 평균 61.12

, 심리 사회 요인  감정노동은 45  만 에 평균 31.71 ,  동료지지는 

100  만 에 평균 77.36 이었다.

4) 월경 증후군과 련 요인들과의 상 계를 확인한 결과 월경 증후군은 

내분비계 교란물질 노출(r= .44, p=<.001),  감정 노동(r= .45, p=<.001), 동

료  지지(r= -.27, p=.003)와 통계 으로 유의한 상  계를 보 다.

5) 월경 증후군의 련 요인을 확인하고자 계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종 모형의 설명력은 38.3% 고 통계 으로 유의하 다(F=11.749, p 

=<.001).월경 증후군에 향을 미치는 변수는 내분비계 교란물질 노출( β

=.321, p<.001), 감정 노동( β=.277, p=.001), 근무 부서가 응 실  환자

실인 경우( β=.225, p=.003), 월경 증후군 가족력(β=.196, p=.009), 동료지지

(β=-.151, p=.043)순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 로 간호사의 월경 증후군의 증상을 감소시키기 하여 

내분비계 교란물질 노출 감소를 한 생활 습  권장과 감정 노동의 강도를 

완화하기 한 동료지지를 강화 할 수 있는 재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핵심이 되는 말 : 간호사, 월경전증후군, 내분비계 교란 물질 노출, 감정노동, 

                 동료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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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월경은 여성의 생식 능력을 상징하는 특성  하나로 경에서부터 폐경까지 

주기 으로 매달 한번 씩 반복해서 나타나는 상이다. 그러나, 월경 련 건

강 문제의 하나인 월경 증후군(Premenstrual syndrome, PMS)은 월경  약 

2∼10일 사이에 나타나 월경시작 직 이나 직후에 사라지는 것으로 월경주기

에 따라 반복 으로 나타난다. 월경이 가까워짐에 따라 심한 긴장증을 래하

므로 월경 긴장증 는 월경 긴장증후군이라고도 한다(여성건강간호학, 2018).

 월경 증후군은 가임기 여성의 70～80%가 경험하며, (박혜은 등, 2005) 이 

 20% 이상은 일상생활에 장애를 래할 정도로 심한 월경 증후군의 증상

을 경험한다(최두석, 2009). 월경 증후군의 증상은 신체 으로 가스팽만, 유방 

팽만과 통증, 골반통, 체 증가, 배변장애 등이 있으며, 정서 으로는 짜증, 화, 

우울감, 불안, 감정조  어려움 등이 있다. 한 행동 으로 피로, 수면장애, 

식탐, 흥미 하, 인 기피, 일탈 이고 공격 인 행동 등이 나타나(최두석, 

2009), 여성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게 된다.  

 월경 증후군 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나이가 어릴수록, 가족력이 있는 경

우(이성희 등, 2018), 월경태도가 부정 일수록, 월경량이 많을수록, 월경 주기

가 길수록, 월경통이 심할수록, 경나이가 빠를수록(강다해솜, 2017) 월경 증

후군의 증상을 심하게 호소하 다. 신체 으로는 지나친 다이어트를 하거나 

동물성 칼슘 섭취량이 낮은 집단에서 월경 증후군의 증상을 더 많이 호소하

고(임희순 & 박용순, 2010), 심리 으로는 낮은 자아 존 감, 높은 스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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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긴장감, 압박감 등이 월경 증후군의 증상을 더 악화시킨다고 하 다.(성

진희, 2016). 

 한, 내분비계 교란물질은 사람의 체내로 들어오면 마치 호르몬과 같이 작

용하여 우리 몸의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는 물질로서(최수연, 2006), 내분비

계 교란물질에 노출될 경우 호르몬에 의존하는 종양인 유방암, 자궁 내막암등

이 증가하고 있다(Rutkowska, Szybiak, Serkies & Rachon, 2016). 성조숙증, 

난임, 조산, 자궁 근종, 자궁 내막증들과 연 될 뿐만 아니라,월경 증후군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윤정원, 2016). 이러한 내분비계 교란물질

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라스틱 제품, 세제, 비닐 지 등에서 

배출되며, 사용 회수의 증가가 월경 증후군과 계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이성희 등, 2018; 홍종일, 2017). 간호사들은 불규칙한 근무 여건으로 인

해 호르몬의 불균형을 많이 경험하는 집단으로 내분비계 교란물질 노출의 

향에 매우 한 계가 있음에도 불구하여 이와 련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

이다. 지 까지의 월경 증후군에 한 선행 연구들의 부분이 여자 학생, 

여자 .고등 학생을 상으로 하 으며(김세윤, 2017; 박세 , 2018; 장희진, 

2018; 조은경, 2011) 간호사를 상으로 한 월경 증후군의 련 요인을 살피

고자 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간호사는 보건 의료인들  가장 많은 수

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부분 여성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보건 의료인

임에도 불구하고, 조직 인 특성과 직무 여건들로 인해 한 처가 어렵고, 

이로 인해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받기도 한다(김정구& 최훈, 2012).

 더구나 병원 환경은 고객이 자신의 요구에 맞는 의료기 을 선택, 평가하는 

등의 고객 권리 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간호사의 육체 , 정신  긴장을 더욱 

가 시키고 있다(김정희 & 미열, 2009). 간호사는 환자를 직  면하는 간

호 행 나 긴 한 상황에서의 스트 스를 경험한다(Ghiyasvandian & Gebra, 

2014). 이외에도 간호사는 의사나 동료 간호사  타부서 직원들과 상호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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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 하지 못하고 감추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경우

가 많아 높은 감정노동을 경험하게 된다(김신향 & 함연숙, 2015).  간호사의 

감정노동에 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간호사는 등도 이상의 감정노동을 경

험하는 집단이며 다른 서비스 직업군과 비교하 을 때 높은 수 의 감정노동

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은경, 2016; 이화숙, 2016). 감정노동은 

강도가 높아질수록 순환기계, 소화기계, 호흡기계. 근골격계 증상 등 신체  

기능의 이상을 유발하기도 하고(김하자 & 김정희, 2011), 우울이나 스트 스, 

피로 등의 정신  건강에 부정 인 이상을 야기하기도 한다(이선희, 2015). 감

정노동과 스트 스는 월경 증후군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감정노동은 

스트 스와 유의한 정  상 계에 있으며, 스트 스는 월경 증후군과 정

인 상 계에 있고(이선희, 2015), 감정노동과 월경 증후군은 양의 상 계

에 있다고 밝힌바 있다(구정순 & 김선호, 2018). 박옥임 & 문희(2015)는 감정

노동의 정도가 심할수록 간호사의 생식 건강수 이 좋지 않다고 하 으며, 황

지혜(2016)도 스트 스가 높을수록 월경 증후군의 증상이 심하다고 하 다. 

그러므로 간호사는 높은 수 의 감정노동을 경험하는 집단이며, 간호 업무는 

조직의 특성상 동료들 간의 상호 동과 의존성이 두드러지는 조직이므로 동

료 간의 지지는 매우 요한 요소이다(이향련, 이소  & 이미애, 2009). 동료 

지지는 조직 내에서 직장 상사나, 동료, 후배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서 , 물

질 인 지지(박지연, 2014)를 말하며 동료지지가 높을수록 조직의 몰입도가 증

가하고 이는 근무로 인해 발생되는 감정노동이나 분노를 감소시키고(김지은, 

2015), 감정노동의 완충 역할을 하며 스트 스를 감소시켜 정서 , 심리  안

정을 다(고정미, 2012).

 월경 증후군은 여성의 개인 인 삶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활동, 직장 내에

서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간호사들에게 있어 

월경 증후군을 히 리하는 것은 개인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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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 더 나아가서는 간호 업무 효율의 증가와 함께 환자들에게 질 인 간호

를 보장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사를 상으로 월경 증후

군에 향을 미치는 내분비계 교란물질 노출, 감정노동, 동료지지와의 계를 

규명하여 월경 증후군의 증상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간호 재의 근거를 제시

함으로서 간호사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 향상 뿐 아니라, 간호사의 

업무 생산성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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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

  본 연구의 목 은 간호사의 내분비계 교란물질 노출 정도, 간호사의 감정노

동과 동료지지가 월경 증후군에 미치는 향을 확인함으로서, 월경 증후군

을 완화시키기 한 간호 재 개발의 기  자료를 제공하여 간호사의 업무 

생산성과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이다.

  이를 한 구체 인 연구목 은 다음과 같다.

    1) 간호사의 일반  특성, 월경 련 특성, 내분비계 교란 물질 노출 정   

도, 감정 노동과 동료지지, 월경 증후군 정도를 악한다.

    2) 간호사의 월경 증후군과 내분비계 교란 물질 노출과 감정노동, 동료  

지지와의 상 계를 확인한다. 

    3) 간호사의 월경 증후군에 향을 미치는 련 요인을 확인한다.

   

1.3 용어 정의 

1)  월경 증후군

 (1) 이론  정의 

   월경  약 2～10일에 시작하여 월경 시작 직 이나 월경 직후에 소실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정도의 신체 , 정서 , 행동 으로 복합된 증  

  후군이다(여성 건강 간호학,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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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작  정의 

   본 연구에서는 Abraham의 월경증상설문지(Menstrual Symptomatology    

  Questionnaire)를 허명행(1987)이 번역한 도구로 측정한 수를 의미한다.

2)  내분비계 교란 물질 노출

 (1) 이론  정의 

   사람의 체내로 유입되어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혼란시키는 외인성   

  물질을 말한다(최수연, 2006).

 (2) 조작  정의

   본 연구에서는 김효정과 김미라(2009)가 개발한 도구로 측정한 수를 의  

  미한다. 

3)  감정노동

 (1) 이론  정의 

   서비스를 거래하는 상황에서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을 표 하는데 필요한   

  노력, 계획, 통제를 의미한다(Morris & Feldman, 1996).

 (2) 조작  정의

   본 연구에서는 Morris와 Feldman(1996)이 개발한 감정노동 측정도구를 김  

  민주(1998)가  번역하고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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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료지지

 (1) 이론  정의

   조직 내 직장 상사, 동료  후배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서 , 정보 , 물  

  질  지지를 의미한다(박지연, 2014). 

 (2) 조작  정의

   본 연구에서는 Cutrona와 Russell(1987)이 개발한 사회  지지 척도(Social  

  Provision Scale : SPS)를 양민경(2013)이 수정한 도구로 측정한 수를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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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의 월경 증후군의 향 요인을 규명하는 서술  상 계 

연구이다. 

2.2 연구 상 

  본 연구의 상자는 강원도 W시 소재의 Y 학교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간

호사로서 상자의 수는 G power 3.1.9.2 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 다. 분

석에 한 다 회귀 분석에서 유의수  .05, 효과의 크기 .15, 검정력(1-β)을 

80%로 하 을 때 118명으로 도출되었으나,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131명에

게 질문지를 배부하 다. 미회수된 질문지 6부와 불성실한 응답을 한 질문지 

3부를 제외한 122부를 최종 분석하여 최소 표본 수인 118명을 충족하 다.  

본 연구의 선정 기 은 49세 이하 가임 여성 (WHO 기  가임 여성: 15세-49

세), 인공 폐경, 조기 폐경, 자연 폐경이 안 된 여성, 연구 목 과 내용을 이해

하고 연구에 자발 으로 참여하기를 동의한 여성이며, 월경주기와 련된 내

용을 조사하기 때문에 임신  는 수유 인 여성과 인공 폐경, 조기 폐경, 

자연 폐경이 된 여성은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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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 도구

      

1)  월경 증후군

  Abraham의 월경증상설문지(Menstrual Symptomatology Questionnaire)를 

허명행(1987)이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한 19문항으로 측정하 다. 

도구는 총 19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Likert 4  척도로 수의 범 는 

0 에서 57 으로 수가 높을수록 월경 증후군의 증상이 심한 것을 의미한

다. 선행연구에서 내  일 성 신뢰도 Cronbach’s α=.8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2이었다.

  

2)  내분비계 교란 물질 노출  

  김효정과 김미라(2009)의 도구를 사용하 으며, 총 24문항의 5  척도로 

수의 범 는 24 부터 120 으로 수가 높을수록 내분비계 교란물질 노출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74 다. 

3)  감정 노동

  Morris와 Feldman (1996)이 개발한 감정노동 도구를 김민주(1998)가 번안하

여 수정한 도구로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  척도로 수의 

범 는 9 에서 45 으로 수가 높을수록 감정노동 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

다. 도구의 신뢰도는 김민주(199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6이었고, 본 연

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7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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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료 지지

  Cutrona와 Russell(1987)이 개발한 사회  지지 척도 (Social Provision 

Scale:SPS)를 양민경(2013)이 수정한 도구로 측정하 으며, 사회  지지 상

은 친구, 가족, 직장동료, 지역사회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상

사, 동료  후배 간호사로 부서원의 사회  지지로 사용하 다. 총 20개 문항

으로 Likert 5  척도이며, 수의 범 는 20 에서 100 으로 수가 높을수

록 동료 지지가 강함을 의미한다. 양민경(2013)의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α=.94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5이었다.

5)  일반  특성  월경 련 특성 

  간호사의 일반  특성은 연령, 결혼 유무, 근무 부서로 3문항이며, 월경   

련 특성은 경나이, 월경주기, 월경 증후군 가족력, 월경량으로 구성되었다.

6)  월경량  

  월경 액손실을 평가하는 Higham(1990)의 월경량 그림평가도구 (PBAC)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패드로 출 량을 시각화하여 상자가 하루에 사용하

는 패드양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패드의 경우 ‘조 ’은 1 , ‘보통’은 5 , ‘매

우 많음’은 20 으로 계산되어, 총 수가 많을수록 월경량이 많음을 의미한

다. 이 도구는 실제 월경 액 손실과 유의한 상 계(Spearman r = 0.600, p 

< 0.001)를 보 으며, 월경량을 측정하는데 임상 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고되

었다(Zakherah, Sayed, El-Nashar & Shaaban, 2011). 본 연구는 Halimeh et 

al.(2016)의 연구의 기 을 용하여 월경량 그림도구(PBAC)의 수가 100  

이상인 경우 월경과다로 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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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료 수집 방법  차

  자료의 수집 방법  수집 차는 W시 Y 학교병원의 연구윤리심의 원회

에서 승인을 받은 후(승인번호 CR318140) 간호국과 해당 병동 간호 차장에게 

연구 목 과 방법을 설명하고 자료 수집에 한 승인을 얻은 후, 각 병동에 

본 연구자 직  방문하여 설문지를 달하고 상자 선정기 에 부합하고 연

구 참여에 하여 서면으로 목 과 방법에 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고 자발

으로 동의한 자를 상으로 3월 22일까지이다. 설문지를 작성하는데 소요시간

은 약 10분～20분 정도 으며 설문지 131부를 배부하여 총 125부를 회수하

으며, 불충분한 응답을 제외하고 122부를 분석에 사용하 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3.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구체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상자의 일반  특성과 월경 련 특성은 기술 통계로 빈도, 백분율, 평  

     균  표 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2) 상자의 월경 증후군, 내분비계 교란물질 노출 정도, 감정 노동, 동료지  

     지는 기술 통계로 평균과 표  편차로 분석하 다.  

  3) 련 요인과의 련성을 확인하기 해 피어슨의 상 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 다.

  4) 상자의 월경 증후군에 내분비계 교란물질 노출, 감정노동, 동료지지가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해 계  다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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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연구 상자의 윤리  보호

  본 연구는 W시 Y 학교 병원의 연구윤리심의 원회 심의 원회를 통과   

 (승인번호 CR318140) 한 후에 진행하 다. 연구자가 직  간호국과 해당병

동 과장에게 연구 목 , 방법을 설명하고 사  승인을 받은 뒤 기 에 합한 

간호사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본 연구의 목 과 차에 하여 서면으로 설

명하고, 연구동의서를 받은 뒤 연구를 시행하 다. 상자는 연구 참여에 동

의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연구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수 있으며, 철회 시 어떤 

불이익 없이 연구 참여를 단할 수 있으며 수집된 자료는 비  보장을 해 

개별 으로 투에 넣어 하여 제출하도록 하 다. 결과를 분석할 때 개

인 정보 보호를 해 코드화 처리하 고, 설문지 응답의 결과 자료는 오로지 

연구목 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법정 보 기한 3년이 지난 후에는 폐기처분될 

것임을 설명하고 연구에 한 개별  질문을 하여 연구자의 연락처를 기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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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 결과

3.1 상자의 일반  특성

 상자의 일반  특성은 <표 1>과 같다. 간호사의 평균 연령은 28.9세 고, 

20 가 73.8%로 부분을 차지하 다. 결혼 유무는 미혼이 98명(80.3%)이 으

며, 근무 부서는 일반 병동이 60명(49.2%),  환자실이 30명(24.6%), 응 실

이 18명(24.6%), 외래 14명(14.8%)이 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22) 

특성 구분 실수(%) 평균±표준편차 범위

연 령(세) 

≤29 90(73.8)

28.90± 6.92 22~49

30≥ 32(26.2)

결혼 유무

미혼 98(80.3)

기혼 24(19.7)

근무 부서

일반 병동 60(49.2)

중환자실 30(24.6)

응급실 18(14.8)

외래 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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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상자의 월경 련 특성

 상자의 월경 련 특성으로 경 나이는 평균 12.95세 으며, 우리나라 평균 

11.9세 보다 높았다. 월경주기는 규칙 인 경우가 81명(66.4%) 고, 불규칙

인 경우가 40명(35.8%) 으며, 월경 증후군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43명

(35.2%) 고, 가족력이 없는 경우가 79명(64.8%)이었다. 월경량은 월경과다 기

 100이상이 월경과다군으로 78명(63.9%)이었다. 

 

<표 2> 대상자의 월경 관련 특성                                          (N=122)

특성 구분 실수(%) 평균±표준편차

초경나이(세) 12.95± 1.59

월경주기

규칙적 81(66.4)

불규칙적 40(35.8)

PMS 가족력

유 43(35.2)

무 79(64.8)

월경량

99 (정상군) 44(36.1)

100 (과다군) 78(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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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상자의 내분비계 교란물질 노출 정도, 감정노동과 동료지지 

 월경 증후군

  상자의 내분비계 교란물질 노출 정도, 감정노동과 동료지지  월경 증

후군은 <표 3>와 같다. 내분비계 교란물질 노출 정도는 총  120  만 에 

평균 61.12(± 11.59) 이었으며, 감정노동은 총  45  만 에 평균 31.71(± 

5.76) 이었고, 동료 지지는 총  100  만 에 평균 77.36(± 12.06) , 월경

증후군은 총  57  만 에 평균 17.01(± 9.07) 이었다. 특히, 내분비계 교란

물질 노출의 각 항목별 평균 수의 분포는 <부록 3>에 제시하 으며, 가장 

노출 빈도가 높은 항목은 4  척도에 평균 수 3.0이상인 경우로, 주방 세제 

사용이 평균 3.75 , 샴푸 사용 평균 3.64 , 생수 섭취 평균 3.16 , 수입 과일 

섭취 평균 3.00  순이었다. 

<표 3> 대상자의 내분비계 교란물질 노출정도, 감정노동, 동료지지 및 월경전증후군  

                                                                        (N=122)

변 수 평균± 표준편차 범 위

내분비계 교란물질 노출 61.12± 11.59 43-99

감정노동 31.71± 5.76 16-45

동료지지 77.36± 12.06 27-100

월경전증후군 17.01± 9.07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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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월경 증후군과 주요 변인과의 상 계

  상자의 월경 증후군과 주요 변인과의 련성은 <표 4>과 같다. 

  상자의 월경 증후군은 내분비계 교란물질 노출(r=.439, p=<.001)과는 양

의 상 계, 감정노동(r=.447, p=<.001)과 양의 상 계를 보 고, 동료지지

(r=-.268, p=.003)와는 음의 상 계를 보 다. 즉, 월경 증후군은 내분비계 

교란 물질 노출 정도가 높을수록, 감정노동이 높을수록, 동료지지가 낮을수록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독립 변수 간의 상 계는 감정노동과 동료지지(r=-.210, p=.020)는 음의 

상 계를 나타냈고, 감정노동과 내분비계 교란물질 노출(r=.300, p=.001)은 

양의 상 계를 보 다. 

 

 <표 4> 월경전증후군과 주요 변인과의 상관관계                           (N=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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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경전증후군
내분비계 

교란물질 노출
감정노동 동료지지

r (p) r (p) r (p) r (p)

월경전증후군 1.000

내분비계 

교란물질 노출

.44***

(<.001)
1.000

감정노동
.45

***

(<.001) 

.30***

(.001) 
1.000 

동료지지
-.27**

(.003) 

-.09

(.315)

-.21*

(.0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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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상자의 내분비계 교란물질 노출, 감정노동, 동료지지가   

월경 증후군에 미치는 향

  월경 증후군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악하기 하여 계  다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lpe regression)으로 분석하 다. 일반  특성으로 

연령과 근무부서를, 월경 련 특성으로 월경량과 월경 증후군 가족력을, 사

회 심리  요인으로 감정노동과 동료지지를, 내분비계 교란물질 노출을 단계

별로 투입하여 모형을 구성한 결과는 <표 5>과 같다.

  분석에 앞서 명목 척도인 근무 부서, 월경 증후군 가족력은 가변수 처리하

여, 월경 증후군 가족력이 있는 경우를 0, 없는 경우를 1로 하 고, 근무 부

서는 일반 병동(병동과 외래)을 0, 특수 부서(응 실과 환자실)는 1로 하여 

분석하 다.  본 연구의 계  회귀분석 결과 공차 한계는 모두 0.1이상의 수

치를 보 고, 분산팽창지수(VIF)도 1.012～1.239으로 10을 넘지 않으므로 다

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단하 다. Durbin-Watson은 2.153로 기  값

인 2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0 는 4와 가깝지 않아 독립 변수들 간

의 상 계가 없는 것으로 단되어 회귀모형은 합하다고 할 수 있다. 

  간호사의 일반  특성으로 첫 번째 단계의 모형에서 연령과 근무 부서를 투

입한 결과 설명력은 4.7% 고, 근무 부서(β=.220, p=.015)가 통계 으로 유의

하 다(F=3.989, p=.021).

  두 번째 단계의 모형에서 월경 련 특성인 가족력과 월경량 요인을 추가하

여 분석한 결과, 설명력은 4.7%에서 12.2%로 8.8%증가하 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F=5.207, p=.001). 유의한 월경 련 특성은 월경량(β=.206, p=.019), 

월경 증후군 가족력(β=.198, p=.025)이었으며, 월경량이 많을수록, 월경 증후

군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월경 증후군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

무부서는 두 번째 모형에서도 유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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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단계의 모형에서 상자의 감정노동과 동료지지를 추가 분석한 결과, 

설명력은 29.5%로 17.9%증가하 고, 모형도 통계 으로 유의하 다(F=9.429, 

p=<.001). 통계 으로 유의하게 월경 증후군에 향을 미치는 직무 련 요인

은 감정 노동이었다(β=.378, p=<.001). 한 근무 부서(β=.247, p=.002)와 월경

증후군 가족력(β=.163, p=.040)으로 유의한 련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네 번째 단계의 모형에서 내분비계 교란 물질 노출을 추가로 투입하여 분석

한 결과 38.3%로 설명력이 약 8.9% 증가하 으며 통계학 으로 유의하 다

(F=11.749, p=<.001). 최종 모형 4에서 월경 증후군에 향을 미치는 련 변

수는 총 5개 변수로 나타났으며, 향력 순으로 살며보면 내분비계 교란 물질 

노출(β=.321, p=<.001 ), 감정 노동(β=.277, p=.001), 근무 부서(β=.225, p=.003), 

월경 증후군 가족력(β=.196, p=.009), 동료지지(β=-.151, p=.043)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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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대상자의 내분비계 교란물질 노출, 감정노동, 동료지지가 월경전증후군에 미치는 영향             (N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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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B β t(p) B β t(p) B β t(p) B β t(p)

상수 19.153
5.316

(.000)
15.428

4.253

(.000)
7.138

.980

(.329)
-5.025

-.679

(.499)

연령 -.129 -.099
-1.105

(.271)
-.151 -.115

-1.342

(.182)
-.148 -.113

-1.471

(.144)
-.090 -.068

-.939

(.350)

근무 부서 4.064 .220
2.461*

(.015)
4.964 .268

3.082**

(.003)
4.576 .247

3.147**

(.002)
4.16 .225

3.057***

(.003)

월경전증후군

가족력
3.736 .198

2.270*

(.025)
3.076 .163

2.072*

(.040)
3.703 .196

2.653*

(.009)

월경량 .019 .206
2.388*

(.019)
.009 .104

1.312

(.192)
.009 .101

1.362

(.176)

감정노동 .595 .378
4.667***

(.000)
.436 .277

3.487***

(.001)

동료지지 -.116 -.154
-1.947

(.054)
-.114 -.151

-2.049*

(.043)

내분비계

교란물질노출
.251 .321

4.187***

(.000)

F(P) 3.989 (.021) 5.207 (.001) 9.429 (<.001) 11.749 (<.001)

R²  .047 .122 .295 .383

R² change .088 .179 .089

VIF = 1.012~1.239, Durbin-Watson =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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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논 의

 

  본 연구는 여성이 부분이며 호르몬의 향을 많이 받는 집단인 간호사를 

상으로 월경 증후군의 련 요인을 확인하여 간호사의 건강 증진  월경

증후군의 증상을 완화시키기 한 략을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월경 증

후군의 향 요인으로 확인된 일반  특성, 월경 련 특성, 심리 사회  요인

인 감정 노동과 동료지지, 내분비계 교란물질 노출의 향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1 일반  특성과 월경 련 특성

  간호사의 월경 증후군에 향을 주는 일반  특성으로는 근무부서  응

실과 환자실의 근부 부서가 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응 실과 환자실은 

감정노동이 높은 부서로서(신희옥, 2014; 김미로, 2017), 감정노동이 높을수록 

스트 스가 높으며, 스트 스가 높을수록 월경 증후군의 증상이 심하다는 선

행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구정순 & 김선호, 2018; 이선희, 2015; 장희진, 

2018; 정 숙, 2012; 황지혜, 2016). 응 실과 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일반 병동 간호사보다 스트 스가 높아 월경 증후군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간호사의 부서 이동 시 개인의 부서 선호도를 확인하여 

이동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월경 증후군에 향을 미치는 월경 련 특성으로는 월경 증후군 가족력

이 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월경 증후군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서 

월경 증후군의 증상이 더 심하다는 선행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남건희, 

2013). 월경 증후군은 유 인 요인 뿐 아니라, 유사한 생활환경과 식습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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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짜게 먹거나, 음주, 카페인 섭취가 련이 있다는 선행 연구(남건희, 2013; 

성진희, 2016; 조은경, 2011)의 결과처럼, 일상생활에서 생활 습 이 유사한 가

족의 내분비계 교란물질의 노출이나 식습  개선에 한 교육이 필요하며, 

재방안 로그램이나 이를 평가하기 한 지속 인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

이다.

4.2 심 리 사회  직 무  요인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심리 사회  직무 요인인 감정노동은 월경 증후군에 

통계 으로 향을 주는 유의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동료지지는 설명력이 

높지는 않았지만, 통계 으로 유의하게 월경 증후군의 완화 요인으로 작용하

는 것으로 사료된다.

  감정노동은 평균 31.71 으로 등도를 상회한 것으로 이는 이선희(2015)의 

연구에서 평균 28.6 보다 높은 수 고, 김수향(2019)의 연구에서보다도 높

은 수로 나타났다. 최근 연구 결과들이 감정노동의 정도가 지속 으로 상승

하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  

  감정노동은 간호사에게 심리 , 정서 , 육체 인 부정  향을 미칠 뿐 아

니라(송윤정, 2011; 오 미, 2010), 감정노동의 정도가 높을수록 생식 건강 수

에도 향을 미친다고 하 다(박옥임 & 문희, 2015). 본 연구에서도 간호사

의 감정노동이 월경 증후군과 높은 련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어, 감정노동 

정도가 높을수록 월경 증후군의 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감정노동은 스트 스와 긴 한 연 성이 있고(이선희, 2015), 스트 스 한 

월경 증후군과 한 연 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듯이(성진희, 2016), 

간호사의 감정노동을 이기 하여 동료 간의 극 인 지지와 정 인 감

성 코칭, 문제 심 해결 방안 등의 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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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지지는 평균 77.36 이었고, 김진  & 김인경(2014), 남 아(2014), 한혜

율, 이지  & 장인순(2015)의 연구에서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동료지지가 높

을수록 월경 증후군이 감소하여 월경 증후군의 완화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동료지지가 높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아 감정노동이 감소한다(한혜율, 이지

 & 장인순, 2015)는 선행 연구 결과와 동료지지가 정서 인 안정을 주어 직

무의 만족도를 높인다(남 아, 2014)는 연구 결과를 통해, 동료지지는 심리 사

회 인 안정으로 간호사의 건강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따

라서, 부서 내 동료 지지를 격려하는 분 기 조성이나 감정노동을 이기 

한 략으로 간호사 교육 시에 힐링 로그램 용, 정서 지능 개발 로그램 

등을 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3 내분비계 교란 물질 노출  

  간호사의 내분비계 교란물질 노과 월경 증후군은 매우 높은 상 계를 보

고, 월경 증후군에 향을 주는 가장 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내

분비계 교란물질에 노출이 심할수록 월경 증후군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선

행 연구(이성희, 김윤지, 정지윤, 염지 , 김보람, 조은진 외, 2018; 홍종일, 

2017)에 의하면 내분비계 교란 물질에 노출이 많을수록 체내에 축 된 물질들

이 호르몬 생산에 향을 미치므로 생식계통에 향을 주어 월경 증후군의 

발생 빈도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내분비계 교란물질의 노출은 120  만 에 평균 61.12 으로 평균보다 높음

의 결과를 보 다.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이성희 등, 2018)에서는 평균 

수 57.98 이었고, 여 생을 상으로 한 연구(박세 , 2017)은 평균 수 

49.96 , 등학생을 상을 한 연구(강혜 , 2014)에서는 평균 59.75 으로 선

행 연구보다 높은 평균 수를 보 다. 등학생과 학생을 상으로 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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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연구(강혜 , 2014; 박세 , 2017)에서 내분비계 교란 물질 노출에 한 구

체 인 행동으로 컵라면 섭취, 자 인지 사용 등의 빈도가 높은 반면, 본 연

구에서의 상자인 성인 간호사의 내분비계 교란 물질 노출의 행동은 주방 세

제의 사용, 샴푸 사용, 생수 섭취 등의 빈도가 높은 것을 보 다. 

  내분비계 교란물질 노출에 한 행 의 원인으로 제시된 선행 연구를 살펴

보면, 내분비계 교란물질 노출에 한 심각성의 인지 부족이었으며, 특히 보건 

계열 분야의 집단은 내분비계 교란물질 노출에 한 지식 정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경은, 2013). 서 숙 & 김지희(2014)는 문제에 한 인식이 높을수

록 내분비계 교란물질의 노출이 감소한다고 하 고, 이경은(2013)의 연구에서

도 환경 호르몬에 한 지식과 태도의 계는 지식이 높을수록 행동과 한 

계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따라서, 간호사들의 내분비계 교란물질 노출에 

한 지식을 확인하고, 일상생활에서 내분비계 교란물질 노출 정도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겠다. 더불어, 간호사를 상으로 한 교육 제공 

시 상자의 특성을 반 한 교육 내용의 구성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요약하면, 월경 증후군이 간호사의 건강에 많은 향을 미치고, 삶의 질과 

근무 환경에서의 질에 향을 미치며 나아가 환자들의 안녕과도 연결됨을 생

각해 볼 때, 간호사들의 월경 증후군의 완화 재는 매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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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연구의 제한

 본 연구의 제한 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는 일 학병원 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일반화하기에 제  

   한 이 있다.

2) 본 연구에서 사용한 내분비계 교란물질 노출 정도의 도구는 일상생활 환경

에 한 도구이므로 간호사를 상으로 한 의료 환경에 한 내분비계 교

란 물질 정도는 확인이 어려운 제한 이 있다.

4.5 연구의 의의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내분비계 교란물질 노출, 감정노동, 동료지지가 월

경 증후군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여, 월경 증후군의 증상을 완화시킴으

로써, 간호사의 건강 리에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월경 증후군에 향을 미치는 내분비계 교란물질 노출을 감소시키기 하

여 간호사를 상으로 한 교육 로그램의 근거 자료로 활용가능하다.

3) 일반 간호사를 상으로 월경 증후군을 완화하기 한 방안으로 감정 노

동 감소, 동료 지지 강화를 한 략을 세우는 기  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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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제언 

5.1 결론 

  간호사의 월경 증후군의 정도는 내분비계 교란물질 노출이 많을수록, 감정

노동이 많을수록, 근무 부서가 환자실, 응 실인 간호사가, 월경 증후군 가

족력이 있을 때, 동료지지가 을수록, 월경증후군의 증상에 큰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사의 월경 증후군 련 요인을 확인하여 다음과 같

은 간호 재의 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

 1) 간호사 상의 월경 증후군의 증상을 완화시키고자 내분비계 교란물질 노

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생활 습 에 한 인식의 반복 교육이 필요하다.

 2) 간호사의 감정 노동을 감소하기 한 략으로 근무  휴게 시간의 확보

나 정책 인 인문학 강좌 등의 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간호사의 근무 부서가 월경 증후군의 향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동

시 개인의 선호도를 반 하고, 근무 부서의 특성을 반 한 부서 이동이 

필요하다.

 4) 동료지지는 월경 증후군의 완화 요인으로서, 직장 내에서 동료를 지지할 

수 있는 분 기 조성하거나, 동료지지 방법에 한 교육을 마련하는 방안

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간호사의 월경 증후군 련 요인을 확인한 결과를 토 로 간호사의 건강 

증진  삶의 질, 근무 환경 개선을 한 로그램 개발 등에 활용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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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본 연구는 일 병원 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로 한정되었으므로 일반화할 

수 있는 반복 연구를 제안한다. 

2) 본 연구에서 확인된 월경 증후군의 향 요인을 고려하여, 월경 증후군

의 증상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교육이나 재 로그램을 개발하고 용한 

실험 연구를 제안한다.

3) 본 연구는 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로 내분비계 교란물질 노출의 도구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상황을 측정하는 도구이므로, 간호사인 보건 의료

인을 상으로 의료 환경에서 측정할 수 있는 내분비계 교란물질 노출 도

구를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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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 설명문  연구 참여 동의서

   임상시험 대상자 설명문 

임상시험 제목 : 간호사의 내분비계 교란물질 노출, 감정노동, 동료지지가 월경전증후  

               군에 미치는 영향 

임상시험 의뢰자 : 장혜영

연구 제목 : 간호사의 내분비계 교란물질 노출, 감정노동, 

동료지지가 월경전증후군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 중인 장혜영입니다. 

본 연구는 저의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석사과정 학위논문으로 교대 근무 간호사의 월

경전증후군의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연구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전

에 연구 설명서와 연구 동의서를 충분히 읽어보신 후에 연구가 이루어지는 목적과 진

행 방법에 대해 이해하시고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고 서명한 분에 한하여 연구는 

진행하게 됩니다.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간호사는 여성으로서 매달 월경전증후군이라는 불편감으로 상당한 고통을 경험합니

다. 게다가 교대 근무와 근무 부서에 따른 감정노동, 소진도는 정서적, 신체적, 심리

적으로 불편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근무 환경과 더불어 내분비계 장애 물질 노출 

정도와 월경전증후군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서, 교대 근무 간호사의 월경전증후

군을 감소시키기 위한 간호중재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교대 근무 간

호사의 건강 증진 및 간호 업무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연구를 진

행하고자 합니다.

2. 연구 참여 대상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 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 가운데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임신한 여성, 수유중인 여성, 인공적 폐경, 자연적 폐경, 조

기 폐경을 경험한 여성을 제외한 교대 근무 간호사 122명을 대상으로 하여 총 1회의 

설문조사를 통해 시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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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설문지는 간호사의 일반적인 특성, 월경 관련 특성, 월경전증후군, 월경 

태도, 감정 노동, 소진, 동료지지, 내분비계 장애물질 노출 생활 습관에 관한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 조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은 약 20분~25분 내외

입니다.

4. 연구 참여 기간 

 본 연구는 연구 기간 내에 1회의 설문조사로 약 20분~2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됩니

다.

5. 연구 참여 도중 중도 탈락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하였더라도 언제든지 도중에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에 따

르는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언제든 연구 참여를 철회하고 원할 경우에는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만약, 중도 탈락  의사를 밝힌다면 귀하가 작성한 설문지는 폐기

될 것입니다.

 

6. 부작용 및 위험 요소

 본 설문 조사의 참여로 발생되는 부작용이나 위험은 설문지 작성에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불편감이 있습니다. 

7. 연구 참여에 따른 이익

 본 연구의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교대 근무 간호사의 월경증후군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귀하가 연구 참여시에는 소정의 답례품으로 마스크팩 1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8.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시 불이익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

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개인정보와 비밀보장

 본 연구의 참여로 귀하에게서 수집되는 개인 정보는 연령, 결혼상태, 근무기관종별, 

근무부서, 월경관련 특성입니다. 설문결과 얻어진 개인정보 및 연구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연구자가 제공 받아 본 연구의 목적과 결과에만 이용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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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보장될 것입니다. 관련 정보는 잠금 장치가 있는 사물함에 보관되며 연구책임자

만이 접근 가능합니다. 본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

리며 응답 결과는 철저한 비밀이 보장될 것입니다. 연구를 위한 자료 분석 및 연구보

고서 작성이 완료된 이후부터 3년간 안전하게 보관한 후 완전 폐기될 것입니다. 귀하

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

용한다는 의사로 간주될 것입니다.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10. 연구 문의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연구 담당자 : 장혜영  

   전화번호 : 010-24**-****

   mail : zz****@daum.net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대상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연구심

의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심의위원회 :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연구심의위원회

   전화번호 : 033-741-1702

2019년 3월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생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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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대상자 서면 동의서

연구 제목: 간호사의 내분비계 교란물질 노출, 감정노동,

     동료지지가 월경전증후군에 미치는 영향 

1. 본인은 연구의 설명문을 제공 받고 연구의 목적, 방법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이해하였습니다.

2. 본인은 연구 참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이득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모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3. 본인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한 이후에 상기 연구에 참여하기를 자유로운 의사

에 따라서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연구윤리심의위원회 규  

   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 본인은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  

   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본인은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본인은 본인의 서명이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  

   날 때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동의하신다면 아래의 부분에 연구 참여자에 서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19년  월   일 

연구 참여자  성명                  (서명)

연구자 

성명     장   혜  영  (서명)

연락처
TEL : 010-24**–****

mail : zz****@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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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질문지

* 최근 3개월 동안의 월경을 기준으로, 월경시작일 기준 1일째부터 귀하의 대략적인 

월경량을 생각해 보고 패드의 개수만큼 기입하여 주세요.

   <작성 예시>

# 월경 1일째

패드 :조금 2개, 중간 1개 

# 월경 2일째

패드 : 중간 3개, 많음 1개

# 월경 3일째 

패드 : 조금 1개 

패드량 

월경 시작일을 기준으로 패드 개수를 표시해주세요

1일

째

2일

째

3일

째

4일

째

5일

째

6일

째

7일

째

8일

째

조

금
2 1

중

간
1 3

많

음
1

패드량 

월경 시작일을 기준으로 패드 개수를 표시해주세요

1일째 2일째 3일째 4일째 5일째 6일째 7일째 8일째

조금

중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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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귀하가 최근 3개월 동안 병원에서 근무하시면서 느끼실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신 곳에 ‘V’ 체크해주십시오.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대

체

로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병원에서 근무를 잘 하기 위해 실제 감정을 숨겨

야 하는 경우가 많다.

2
나는 환자 및 보호자들이 나에게 따뜻함과 친절함을 느

낄 수 있도록 일부러 노력 할 때가 많다.

3
나는 병원 내에서 진짜로 웃는 경우보다 거짓으로 웃는 

경우가 더 많다.

4
나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실제 감정을 표현하지 못

하는 것 때문에 힘들다.

5
환자 및 보호자들을 미소로서 응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

이다.

6
나는 환자 및 보호자들을 위하여 나의 실제 감정을 왜

곡해서 표현한다.

7
내가 환자 및 보호자들을 대할 때 느끼는 실제 감정과 

겉으로 표현하는 감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8
나는 겉으로 드러내는 행동과 나의 실제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9
나는 기분이 나쁠 때에도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표현하

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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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귀하의 최근 

3개월 동안 생활을 기억하면서 해당되는 번호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가끔 
그렇
다

자주 
그렇
다  

항상 
그렇
다

1 컵라면을 조리할 때 전자레인지를 사용한다

2 과일과 채소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먹는다.

3 자동판매기의 따뜻한 캔 음료를 자주 먹는다.

4 헤어제품(왁스, 스프레이, 무스 등)을 자주 사용한다.

5
수은이 들어 있는 폐건전지와 형광등, 체온계 등을 일반 쓰레기와 같이 

버린다.

6 집안이나 자동차 안에서 방향제를 자주 사용한다.

7 플라스틱 그릇을 이용하여 음식을 전자레인지에서 데우는 경우가 많다.

8 전자레인지에서 음식을 가열할 때 랩을 씌워서 가열한다.

9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식기를 많이 사용한다.

10 플라스틱 그릇에 뜨거운 음식을 담아 먹는 경우가 많다.

11 시판용 생수를 자주 마신다.

12 벌레를 잡을 때 분무살충제를 자주 사용한다.

13 음식을 보관할 때 식품포장용 랩을 사용한다.

14 음식을 플라스틱 그릇에 담아서 냉장고에 오랫동안 보관 하는 편이다.

15 설거지를 할 때 거품이 잘 나도록 세제를 많이 사용한다.

16 바나나, 오렌지 등 외국에서 수입한 과일을 즐겨 먹는다.

17 유기농채소와 과일을 주로 먹는다.

18 표백이 되지 않은 휴지보다는 하얗게 표백된 휴지를 선호한다.

19 햄버거나 피자 등의 패스트푸드점 음식을 즐겨 먹는다.

20 캔음료(커피, 스포츠음료 등)를 많이 마시는 편이다.

21 스티로폼 용기에 담긴 컵라면을 즐겨 먹는다.

22 드라이 크리닝한 옷은 충분히 통풍시킨 후 입는다.

23  머리를 감을 때 샴푸를 많이 사용한다.

24  천연재료로 만들어진 생리대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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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귀하가 최근 3개월 동안 근무와 관련하여 경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귀하의 생각에 해당되는 곳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대체
로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일 때문에 정서적으로 고갈된 느낌이 든다.

2 나는 매일 일이 끝나면 진이 빠진 느낌이다.

3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이 일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
하면 피곤하다.

4 하루 종일 사람들과 일한다는 것이 내게는 정말 힘들다.

5 나는 내 업무 때문에 기진맥진한 느낌이다.

6 나는 내 일에 좌절을 느낀다.

7 나는 너무 힘들게 일하고 있다고 느낀다.

8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일해야 하는 것이 내게는 많은 스트레스를 
준다.

9 나는 진퇴양난에 빠진 느낌이다.

10
나는 어떤 사람(환자, 보호자, 직장동료 등)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다.

11
나는 이 일을 하게 된 후로 사람들에게 점점 더 
무감각해져 간다.

12 나는 이 일이 나를 정서적으로 무뎌지게 할까봐 걱정이다.

13
나는 상대방(환자, 보호자, 직장동료 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
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다.

14
나는 상대방(환자, 보호자, 직장동료 등)이 자신의 문제로 나를 
비난하고 있다고 느낀다.

15
나는 상대방(환자, 보호자, 직장동료 등)의 감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6
나는 상대방(환자, 보호자, 직장동료 등)의 문제를 매우 효과적
으로 다룬다.

17
나는 내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
다.

18 나는 매우 활동적이다.

19 나는 상대방과 쉽게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20 나는 상대방과 친밀하게 일하고 나면 흐뭇해진다.

21 나는 이 일을 통해 많은 가치 있는 일들을 이루어 왔다.

22 나는 내 일에서 정서적인 문제를 매우 침착하게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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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귀하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느끼는 동료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지에 대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에 해당되는 번호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

지않

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내가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의지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다

2 나는 다른 동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한다고 느낀다.

3
힘겨운 상황이 발생할 때, 나는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동료들이 아

무도 없다.

4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동료들이 있다.

5 나는 같은 친목활동(여가활동)을 즐기는 동료들이 있다.

6 나는 다른 동료들의 안녕에 신경을 쓴다.

7 나는 나와 같은 신념을 공유하는 동료집단의 일원이라고 느낀다

8
무언가 잘못된 일이 생겼을 때, 아무도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다.

9 나는 정서적 안정감과 행복감을 주는 친밀한 동료들이 있다

10
나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에 대해 상의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

다.

11 나의 관심사와 걱정거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료들이 있다

12 자신들의 안녕을 위해 정말로 내게 의지하는 동료들이 없다.

13
나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충고를 해 줄만한 

동료들이 있다

14
나는 적어도 한 명의 동료와는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고 있

다.

15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기대할 만한 동료들이 아무도 없다

16
나의 문제에 대해서 마음 놓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직장 내에 

아무도 없다.

17 나는 다른 동료들과 친밀감을 느끼지 못한다.

18 내가 하는 일들을 좋아하는 동료들은 아무도 없다

19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다.

20 나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동료들은 아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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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월경을 하기 전에 느끼거나 경험 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 

느끼거나 경험한 내용의 해당란에‘V’표시하여 주십시오.

번호 항    목 증상이 없다

증상은 있으나 

활동의 지장은 

없다

활동의  방해를 

받지만 

참을 수 있다

활동하지

못할 정도이다

1 예민해진다.

2 기분이 자주 바뀐다.

3 안절부절 못한다.

4 불안하다.

5 체중이 증가한다.

6 손발이 붓는다.

7 유방에 통증이 있다.

8 복부 팽만감이 있다.

9 머리가 아프다.

10 단 것이 먹고 싶다.

11 식욕이 증가한다.

12 피곤하다.

13 심장이 두근거린다.

14 어지럽거나 현기증이 난다.

15 우울하다.

16 자꾸 잊어버린다.

17 울고 싶다.

18 모든 일이 혼동된다.

19 불면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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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가 해당되는 항목에 V’표시하거나 직접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연령을 기재해주십시오.     ( 만    세 )

2
귀하의 결혼 여부? 

  ① 미혼              ② 기혼

3
귀하의 현 근무 부서는?

  ➀일반병동     ➁ 중환자실       ➂ 응급실     ④외래   

4 귀하의 초경을 시작한 나이는 몇 살입니까?   (만     세 )

5
귀하의 월경주기는 어떠합니까?

  ① 규칙적이다        ② 불규칙적이다   

6
가족 중 월경전불편감이 있거나 또는 월경통이 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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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내분비계 교란물질 노출의 문항별 평균 분포                   ( N = 122)

항 목
평균± 

표준편차

컵라면을 조리할 때 전자레인지를 사용한다 1.83± .99

과일과 채소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먹는다. 1.75± .92

자동판매기의 따뜻한 캔 음료를 자주 먹는다. 1.23± .61

헤어제품(왁스, 스프레이, 무스 등)을 자주 사용한다. 1.39± .96

수은이 들어 있는 폐건전지와 형광등, 체온계 등을 일반 쓰레기와 같이 버린다. 1.34± .75

집안이나 자동차 안에서 방향제를 자주 사용한다. 2.88± 1.43

플라스틱 그릇을 이용하여 음식을 전자레인지에서 데우는 경우가 많다. 2.09± 1.09

전자레인지에서 음식을 가열할 때 랩을 씌워서 가열한다. 2.22± 1.28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식기를 많이 사용한다. 2.36± 1.20

플라스틱 그릇에 뜨거운 음식을 담아 먹는 경우가 많다. 2.09± 1.10

시판용 생수를 자주 마신다. 3.16± 1.55

벌레를 잡을 때 분무살충제를 자주 사용한다. 2.22± 1.21

음식을 보관할 때 식품포장용 랩을 사용한다. 2.40± 1.18

음식을 플라스틱 그릇에 담아서 냉장고에 오랫동안 보관 하는 편이다. 2.55± 1.31

설거지를 할 때 거품이 잘 나도록 세제를 많이 사용한다. 3.75± 1.11

바나나, 오렌지 등 외국에서 수입한 과일을 즐겨 먹는다. 3.00± 1.21

유기농채소와 과일을 주로 먹는다. 2.05± 1.02

표백이 되지 않은 휴지보다는 하얗게 표백된 휴지를 선호한다. 2.81± 1.39

햄버거나 피자 등의 패스트푸드점 음식을 즐겨 먹는다. 2.82± 1.26

캔음료(커피, 스포츠음료 등)를 많이 마시는 편이다. 2.37± 1.26

스티로폼 용기에 담긴 컵라면을 즐겨 먹는다. 2.62± 1.18

드라이 크리닝한 옷은 충분히 통풍시킨 후 입는다. 1.99± 1.11

머리를 감을 때 샴푸를 많이 사용한다. 3.64± 1.14

천연재료로 만들어진 생리대를 사용한다. 1.75±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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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the Exposure to Endocrine Disruptors, 

Emotional Labor, and Support from Peers on 

Premenstrual syndrome in Nurses

Chang Hye Young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s of exposure to 

endocrine disruptors, emotional labor, and coworker support on premenstrual 

syndrome(PMS) in nurses. This 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 was 

conducted with 122 nurses working in a college hospital located in 

Gangwon-do, South Korea. All the nurses were premenopausal women of 

childbearing age, and they were under the age of 49.

 The participants answered self-report questionnaires, between March 

22ndand March31st, 2019. This data was analyzed by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The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IBM SPSS Statistics 23.0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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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ummary, the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are as follows. 

1) The mean age of the nurses was 28.9 years old. Of these nurses, 

49.2% were working in a general ward, 24.6% were in intensive 

care unit(ICU), 14.8% were in emergency room(ER), and 11.5% 

were in outpatient department(OPD). The majority of the 

participants (80.3%) were single. 

2) For participants’ menstrual characteristics, the mean age of the 

first menarche was 12.95 years old.  66.4% of the participants 

had a regular menstrual cycle, and 36.2% had a family history of 

PMS. Also, 63.9% had a menorrhagia.   

3) The mean PMS score of the participants was 17.01 out of 57. 

For the relevant factors, the mean score of the exposure to 

endocrine disruptors was 61.12 out of 96. The emotional labor 

and coworker support averaged 77.36 out of 100 and 31.71 out 

of 45, respectively. 

4) Overall, the current study demonstrated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MS score and relevant factors were significantly 

significant. The PMS was correlated to the exposure to endoc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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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ruptors (r=.44, p=<.001), emotional labor (r=.45, p=<.001), and 

to the support from coworkers (r=.27, p=.003).

5) In order to identify relevant factors of PMS, the present research 

performe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final model’s explanatory power was 38.3%, and i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11.749, p=<.001).  Variables affecting 

PMS were identified in the order of the exposure to endocrine 

disruptors(β=.321, p<.001), emotional labor (β=.227, p=.001), 

working in ICU or ER (β=.225, p=.003), family history of PMS 

(β=.196, p=.009), and support from coworkers (β=.-151, p=.043).  

 　

 This study determined that the exposure to endocrine disruptors and 

emotional labor and support from coworkers had the greatest impact on 

nurses’ PMS. Based on these findings, further studies will be needed to 

develop and evaluate measures to minimize the exposure to endocrine 

disruptors and emotional labor in order to alleviate the PMS of nurses. 

Key words : Nurse, premenstrual syndrome, exposure to endocrine disruptors, 

emotional labor, support from pe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