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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월경은 여성에게 생물학적, 문화적,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으로 중요

한 의미를 갖는 총체적인 사건으로[1], 가임기간 매 달마다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자궁출혈을 말한다. 월경동안 여성들은 다양한 증상을 경험

하는데, 이 중 월경곤란증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 월경전증후군의 

정서적 증상으로는 정서 불안, 긴장, 우울, 통제력 상실 등이 있으며, 행

일부 여고생과 여대생에서의 월경곤란증 및 허리통증과 체간 근지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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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증상에는 수면 장애, 식욕 변화, 주의집중 곤란, 흥미 저하 등이 

있고[2], 피곤, 오심, 두통, 설사를 동반하는 쥐어짜는 듯 심한 복통과 

같은 증상이 포함된다[3]. 

월경 증상 발현시기와 증상의 내용과 같은 월경의 특성은 개인의 연

령에 따라 다른 경향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4], 15-20세의 여성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월경전후기 증상은 대체로 배란주기 존재와 관련되며 

월경 전 증상 등을 수반하지 않는 특징을 가진다. 반면 35세 이후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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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경험하는 증상은 월경 전에 시작해서 하복부, 허리 및 유방에 그 

통증의 특징은 무거우면서, 끌어들이는 것 같은 둔한 그리고 지속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5].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과 월경 전후기 

증상 정도 및 유형에 관한 연구에서 10대 여성은 생리시작 전에 복부 

불편감을 호소하는 것이 가장 높았고, 20대 여성은 생리시작 일에 허

리통증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 가장 높았으며, 20대 여성이 다른 연령

층에 비해 전반적으로 월경증상 호소가 많고 정도도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6]. 우리나라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월경곤란증 

13개 항목 중 ‘증상이 매우 심하다’고 한 경우가 하복부 동통 22.3%, 허

리통증 15.9%로 허리통증에 대한 불편함이 높았다[7].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월경곤란증을 조사한 연구에서 통증에 대

한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통증은 20-24세에서 다른 연령에 비해 가장 

높았다[4].

허리 통증과 허리 근력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복부 근력과 

허리 근력을 측정한 외국의 연구에서는 허리 통증이 허리 근력의 약

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8]. 인간의 신체활동은 

주로 굽힘과 폄의 수축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 요통

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배근력[9]은 허리통증이 심해지면 신체 활

동에 제한을 받게 되고 만성화가 될수록 척추 주변근육의 단면적이 

감소되며[10], 허리 구조 및 주위 조직의 변화를 가져와 체간과 복부근

력 약화와 통증 및 기능 제한을 가져온다고 하였다[11].

이와 같이 여성의 월경곤란증은 허리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허리

통증은 신체활동에 제한을 가져오게 되며 만성화될수록 체간과 복부

근력 약화와 기능제한을 가져오게 된다. 우리나라 연구에서 10대 여성

은 생리 시작 전에 불편감을 호소하고 20대 여성은 생리 시작 일에 허

리통증을 느끼고 증상이 심한 등 월경 증상 정도 및 유형이 다른 것으

로 보고되고 있으나 이들을 대상으로 월경곤란증 및 허리통증과 체간 

근지구력 및 가동범위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것은 별로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월경곤란증 증상의 내용과 양상이 다르다고 보

고되고 있는 10대에 속하는 여고생과 20대에 속하는 여대생을 대상으

로 월경곤란증의 정도 및 허리통증, 그리고 체간 근지구력 및 가동범

위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호남권에 소재하는 1개 여자고등학교와 여자대학교의 3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16년 7-8월 두 달에 걸쳐 월경곤란증, 허리통

증 등에 대한 설문조사와 체간 근지구력 및 체간의 관절가동범위를 

측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선정은 여고생 60명과 여대생 60명을 대상

으로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연구 참여를 동의하였으며 설문지를 

통하여 연구 조건에 충족한 여고생, 여대생 각각 50명씩 총 100명을 설

문조사 시 부여한 순서대로 선정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체간 근지구

력과 체간의 관절가동범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 조건을 충

족하는 대상자는 통증을 줄이기 위해 약물을 주기적으로 복용하는 

자, 분만 시 제왕절개의 경험이 있는 자, 최근 교통사고 경험이 있는 자, 

자궁 질환을 진단 받았거나 질환을 갖고 있는 여성은 제외한 여고생

과 여대생이었다. 체간 근지구력 및 가동범위 측정에서 측정이 불완전

한 여고생 1명을 제외하고 최종 분석 대상은 여고생 49명, 여대생 50명

으로 총 99명이었다.    

연구의 틀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과 월경 전후기 증상 정도 및 유형에 관한 연

구에서 월경 증상은 ‘생리 시작 전 이삼일동안 복부팽만감이 있다’와 

‘생리가 시작되는 날에는 허리가 아프다’가 높았고[6], 우리나라 여대생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월경곤란증 13개 항목 중 ‘증상이 매우 심

하다’고 한 경우가 하복부 동통 22.3%, 허리통증 15.9%로 하복부 동통

과 허리통증에 대한 불편함이 높았고[7], 20세 이상 성인 여성을 대상

으로 월경곤란증을 조사한 연구에서 통증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았으

며, 통증은 20-24세에서 다른 연령에 비해 가장 높았다[4]. 허리 통증

은 허리 근력의 약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요통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배근력[9]은 허리통증이 심해지면 신체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고 만성화가 될수록 척추 주변근육의 단면적이 감소되며[10], 허리 

구조 및 주위 조직의 변화를 가져와 체간과 복부근력 약화와 통증 및 

기능 제한을 가져온다고 하였다[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평소 월경곤란증과 허리통증은 관련이 

있고, 평소 느끼는 월경곤란증과 허리통증은 신체활동에 제한을 가져

오게 되며 만성화 될수록 체간과 복부근력 약화와 기능제한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경로를 설정하였다. 이때 우리나라 10대 여성

은 생리 시작 전에 불편감 등의 동통을 가장 호소하였고, 20대 여성은 

생리 시작 일에 허리통증을 가장 많이 느낀다는 보고[6]가 있어 월경

곤란증의 정도가 허리통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허리 등의 체간 통

증이 월경곤란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쌍방 경로를 설정하였다

(Figure 1).

측정 방법

월경곤란증

월경곤란증은 월경곤란증 척도(Menstrual Distress Questionnaire, 

MDQ)를 이용하여 2개월에 걸쳐 대상자들의 생리주기별로 월경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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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정도를 측정하였다. 측정 시기는 생리통증이 가장 심할 때 하였다. 

MDQ는 신체적 통증, 집중력 저하, 행동변화, 자율신경계 반응, 수분

축정, 부정적 정서의 6개 범주로 구성되고 6점 척도, 35문항으로 된 것

으로 최저 35점에서 최고 21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월경곤란증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12]. 

허리 통증

허리통증은 시각적 통증 척도(Visual Analog Scale, VAS)를 이용하

여 평소 월경 시 허리 통증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전혀 통증 없음의 0

에서 극한의 통증 10까지의 척도를 그림으로 제시한 후 해당하는 통

증 정도에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측정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통증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근지구력 측정

굽힘근 근지구력 측정

대상자는 바로 누운 자세에서 체간 굽힘근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대

상자에게 무릎을 엉덩이 가까이에 굽히고 턱을 앞으로 당기고 몸통을 

구부려 팔을 핀 후 무릎까지 닿는 자세를 취하게 한 후부터 시작하여 

최대한으로 유지할 수 있는 만큼 유지하게 한 후 바닥에 닿는 시간 까

지 초를 측정하였으며 근 피로 방지를 위해 회 당 1분 휴식을 취하였으

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3번의 반복 측정 후 측정값들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Figure 2).

                             
폄근 근지구력 측정

대상자는 엎드린 자세에서 체간 폄근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대상자

의 발목을 고정시키고 양손을 머리 뒤로 하게 하고 몸통을 편 자세를 

취하게 한 후부터 시작하여 최대한으로 유지할 수 있는 만큼 유지하

게 한 후 바닥에 닿는 시간 까지 초를 측정하였으며 근 피로 방지를 위

해 회 당 1분 휴식을 취하였으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3번의 반복 

측정 후 측정값들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Figure 3).

체간의 관절가동범위 

체간의 굽힘과 폄의 관절가동범위는 경사계(Universal Inclinometer, 

Performance Attainment Associates, Lindstrom, USA)를 이용하였다. 

이 경사계의 검사자내 신뢰도의 ICC값은 0.97로[13], 검사자간 신뢰도

의 ICC값은 0.89 [14]로 제시되어 있다. 체간의 관절가동범위는 각도기

를 등뼈 12번 높이에 고정한 후 대상자에게 앞으로 교차하여 팔을 모

으게 하고 앞으로 최대한 굽히고 펼 수 있을 만큼 한 후 각도를 측정하

였다(Figures 4, 5). 

자료 분석

여고생과 여대생별로 신장, 체중, 월경곤란증, 허리통증, 근지구력과 

관절가동범위에 대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이들 변수

들 간 인과관계에 대한 이론적 모형에 대하여 구조방정식모형(struc-

tural equation model)을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의 모형

적합도는 절대적합지수를 나타내는 카이제곱통계량을 자유도로 나

눈 Q통계량, 적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 조정된 적합지수(ad-

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와 표준화 평균제곱잔차제곱근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sRMR)으로 평가하였고 측정

Figure 1. Structural equation model in current study.

Figure 2. Posture of trunk flexor endurance measurement.

Figure 3. Posture of trunk extensor endurance measurement.



Young Taek Doo and Yeon Woo Jeong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272 | http://www.e-jhis.org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IBM SPSS Statitics 

23.0 프로그램(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다. 모든 통

계학적 검정의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연령은 여고생이 18.2세, 여대생이 21.0세이었고, 신장은 여

고생이 161.0 cm, 여대생이 162.0 cm, 체중은 여고생이 55.1 kg, 여대생

이 55.7 kg이었다. 월경곤란증 점수는 여고생이 105.0점, 여대생이 156.7

점으로 여대생이 높았고(p < 0.01), 허리통증 점수도 여고생이 6.57점, 

여대생이 8.3점으로 여대생이 높았다(p< 0.01)(Table 1).  

체간 굽힘근 근지구력은 여고생이 58.3, 여대생이 48.4로 여고생이 

컸으나 유의하지는 않았고, 폄근 근지구력은 여고생 53.8, 여대생 38.9

으로 여고생이 근지구력이 유의하게 컸다(p< 0.01). 체간의 관절가동범

위는 굽힘의 관절가동범위는 여고생이 80.0도, 여대생이 71.7도, 폄의 

관절가동범위는 여고생 71.7도, 여대생 50.6도로 여고생의 관절가동범

위가 컸다(p< 0.01) (Table 2).  

이론모형을 근거로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구조방정식모형에 적합한 

최적 모형에서 신체적 조건은 월경곤란증과 허리통증의 경로계수가 

모형의 척도가 동일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경로계수는 표준화경로

계수를 사용하였다. 표본크기가 작아 검정력(test of power)이 낮은 관

계로 통계적 유의성에 근거를 두지 않고 이론모형에서 표준화 경로계

수가 0.1 이상이면 경로를 살려서 모형적합도를 최대화하였다.  

통계분석은 구조방정식모형은 IBM SPSS Amos 21.0 프로그램(IBM 

Figure 4. Measurement of trunk flexion angle.

Figure 5. Measurement of trunk extension angle.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MDQ score, VAS score of study subjects

High school girl 
students (n=49)

Women university 
students (n=50)

Mean±SD Mean±SD

Age (y)** 18.2±0.5 21.0±0.9
Height (cm) 161.0±6.0 162.0±4.6
Weight (kg) 55.1±7.4 55.7±7.3
MDQ (dysmenorrhea)** 105.0±32.3 156.7±13.4
VAS (back pain)** 6.6±2.0 8.3±0.7

SD, standard deviation; MDQ, menstrual distress questionnaire; VAS, visual 
analog scale.
**p <0.01. 

Table 2. Muscular endurance and angle of trunk in study subjects

High school girl 
students

Women university 
students

Mean±SD Mean±SD

Muscular endurance of trunk 
TFE 58.3±29.4 48.4±33.7
TEE** 53.8±22.5 38.9±24.4

Angle of trunk
TF** 80.0±15.3 71.7±10.8
TE** 71.7±11.9 50.6±13.3

SD, standard deviation; TFE, trunk flexor endurance; TEE, trunk extensor 
endurance; TF, trunk flexion; TE, trunk extension.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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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b = 0.17과 b = 0.11로 양의 영향이 있었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허리

통증이 높을수록 월경곤란증이 높아지는 관계가 있어 경로계수는 

b = 0.25이었으며 유의확률은 경계수준에 놓여 있었다(p = 0.07). 월경

곤란증은 근지구력에 음의 영향력이 있어 b = -0.18이었고 근지구력은 

높을수록 관절가동범위도 높아지는 관계가 있어 b = 0.34로 추정되었

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결과적으로 키가 크거나 체중이 무거우면 근

지구력과 관절가동범위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고 허리통증이 커지

면 월경곤란증은 커져서 근지구력과 관정가동범위가 낮아지는 관계

를 보였다. 모형적합도는 Q = 0.785로 3보다 작았으며 GFI = 0.943로 0.9

보다 높았으나 AGFI = 0.879로 0.9에 미치지 못하였고 sRMR= 0.077로 

0.1미만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모형적합도 적절한 편이었다(Figure 6).

이론모형을 근거로 여대생의 적합된 구조방정식모형은 신체적 조건

은 허리통증과 근지구력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었으며 허리통증에로

의 경로계수는 b = 0.11로 양의 영향력을 근지구력으로는 b = -0.23으로 

음의 영향력이 있었고 근지구력이 높으면 관절가동범위가 높아져 

b = 0.67로 추정되어 키가 크고 체중이 무거울수록 결과적으로 관절기

동범위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월경곤란증이 크면 허리통증이 커

지는 영향이 있어 b = 0.30으로 유의하였으며(p = 0.03) 허리통증이 크

면 관절가동범위는 작아지는 영향이 있어 추정경로계수 b = -0.32로 음

의 영향이 있었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모형적합도는 Q =1.361로 3보

다 작았으며, GFI = 0.909로 0.9보다 높았으나 AGFI = 0.808로 0.9에 미

치지 못하였지만, sRMR= 0.096로 0.1 미만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모형

적합도 적절한 편이었다(Figure 7).

고찰 및 결론

월경 동안 여성들은 다양한 증상을 경험하는데, 약 75%의 여성이 

월경 관련 증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 일상 활동이나 개인적, 

사회적 혹은 직업적 활동에 방해를 받는다[15].

본 연구에서 여고생에 비해 여대생이 월경곤란증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 허리통증 점수도 유의하게 높았다.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과 월

경 전후기 증상 정도에 대한 연구[6]에서도 20대 여성이 다른 연령층

에 비해 전반적으로 월경증상 호소가 많고 정도도 더 심하다고 하였

는데 이와 같은 결과였다. 폄근 지구력과 체간의 굽힘과 폄의 관절가

동범위는 여고생이 여대생에 비해 컸는데, 이는 허리통증이 여대생이 

여고생에 비해 큰 것과 발달과정 상 여고생이 더 유연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여성의 월경 증상의 정도에 대한 연구[6]에서 ‘생리가 시작

되는 날에는 허리가 아프다’가 두 번째로 많이 경험하는 증상이었고,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월경곤란증 13개 항목 중 ‘증상이 

매우 심하다’고 한 경우가 하복부 동통 22.3%, 허리통증 15.9% 순으로 

체간의 통증에 대한 불편함이 높았고[7], 20세 이상 성인 여성을 대상

으로 월경곤란증을 조사한 연구에서 통증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았으

며, 통증은 20-24세에서 다른 연령에 비해 가장 높았다[4]. 허리 통증이 

허리 근력의 약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8], 인간의 신체활동은 주로 

굽힘과 폄의 수축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 요통과 밀

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배근력[9]은 허리통증이 심해지면 신체 활동에 

Figure 6. Structural equation model in high school girl students. (Q=0.785, GFI=0.943, AGFI=0.879, sRMR=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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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을 받게 되고 만성화가 될수록 척추 주변근육의 단면적이 감소되

며[10] 허리 구조 및 주위 조직의 변화를 가져와 체간과 복부근력 약화

와 통증 및 기능 제한을 가져온다고 하였다[11]. 

본 연구에서 경로분석 결과, 여고생에 있어서는 허리통증이 높을수

록 월경곤란증이 높아지는 관계가 있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10대 여성

은 생리시작 전에 복부 불편감 등의 통동을 호소한다고 보고한 연구

[6]와 관련하여 유추하면, 여고생의 경우 생리 시작 전에 통증을 인지

하고 이것이 월경곤란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향

후 전향적인 연구로 이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여고생

에 있어서 허리통증은 월경곤란증에 영향을 미치고 월경곤란증은 근

지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근지구력이 낮으면 관절

가동범위가 낮아지는 관계를 보였다. 이는 요통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배근력[9]은 허리통증이 심해지면 신체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고 

만성화가 될수록 척추 주변근육의 단면적이 감소되며[10] 허리 구조 

및 주위 조직의 변화를 가져와 체간과 복부근력 약화와 통증 및 기능 

제한을 가져온다고 한 연구결과[11]와 부합하고 있었다. 

여대생의 경우 월경곤란증이 크면 허리통증이 커지는 영향이 있었

고 허리통증이 커지면 관절가동범위는 작아지는 영향이 있었다. 여대

생의 경우는 경로가 월경곤란증이 허리통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의하였는데, 본 연구와 같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월경

곤란증으로 인한 통증이 심할수록 허리통증이 더 유발된다고 하여 동

일한 결과였다[16]. 본 연구에서 여고생은 경로가 허리통증이 월경곤란

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달리 여대생은 월경곤란증

이 허리통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타나났다. 이는 월경 증상 발현 

시기와 내용은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0대의 경우 

생리 시작 일에 허리통증을 느낀다는 한 결과[6]와 부합되고 있었다.

허리통증은 통증뿐만 아니라 근력, 지구력, 운동성과 협응성을 저

하시켜 일상생활동작의 제한과 장애를 유발한다[17]. 요통을 일으키는 

원인에는 수많은 요인이 있지만, 이 중에서도 허리뼈부의 불안정성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원인인자로 여겨지고 있고[18], 대부분의 

척추 기능부전은 유연성이 부족한 분절에서 보다는 특정한 분절에서 

상대적 유연성이 과도하기 때문에 일어나며, 어떤 분절의 유연성 감소

는 가장 유연한 분절에 보상운동을 발생시키는데 기여하고[19], 허리

통증이 심해지면 신체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다[10].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령을 10대와 20대로 국한하여 연령별 차

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는데, 연령의 편차가 크지 않았으며, 체간의 근지

구력과 체간 관절가동범위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것이나 이

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한 지역의 1개 고등학교와 여자대

학교의 3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대표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것과 단면 연구라는 한계가 있다. 이런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월경 증

상 발현시기와 내용이 다르다고 알려지고 있는 10대 여고생과 20대 여

대생을 대상으로 월경곤란증과 허리통증, 체간의 근지구력과 관절가

동범위의 관계를 파악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향후 다양한 

연령층의 더 많은 여성을 대상으로 체간의 근지구력과 관절가동범위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한 횡단적인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상의 결과, 월경곤란증과 허리통증은 관계가 있었으며, 월경곤란

증과 허리통증은 체간의 근지구력과 관절가동범위에 부정적인 영향

Figure 7. Structural equation model in women university students. (Q=1.361, GFI=0.909, AGFI=0.808, sRMR=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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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월경곤란증과 월경과 관련된 허리통증을 완

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스트레스가 월경 증상

의 위험요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중재

법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중의 하나가 아로마테라피(aromatherapie)

이다. 아로마테라피는 식물에서 추출한 정유를 증상이나 질병을 완화

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처치인데[20], 우리나라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복부마사지로 제공한 아로마테라피는 생리통이 있는 여대생

의 월경 중 스트레스 반응을 낮추는데 효과적이었다[21]. 또한 월경곤

란증 시 나타나는 요통을 방지하고 경감시키는데 중요한 요점은 척주

와 골반을 최적 정렬로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요부 근육을 갖게 해주는 

것인데[22], 우리나라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6]에서 체간안정화 

운동이 월경곤란증으로 인한 허리통증 감소뿐만 아니라 월경곤란증

에도 도움을 주고 있었으므로 이런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재하

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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