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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성 지각과 월경 전 증상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일 대학병원 근무 간호사 집단을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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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성에 대한 자기 지각과 월경 전 증상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경북 지역의 일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337명을 대상으로 월경 전 증
상에 대한 매일평가서를 월경 1주기 동안 평가하게 하였고 한국 성역할검사에 응답하게 하였
다. 이 중 187명의 타당한 자료가 분석되었는데 PMS 집단이 116명(62%))이었고 Non PMS 집
단이 71명이었다. 두 집단 간에 여성성 지각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월경 전
증상에 대한 매일평가서의 총점과 여성성 간의 상관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
만 월경 전 증상의 매일 평가서 각 문항과 여성성 지각의 상관 분석 결과, 우울감과 압도감
문항이 경미하나마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월경 전 증상 중 우울감과 압
도감과 같은 일부 정서적인 증상들이 자신의 여성성 지각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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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을 경험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든지 월경

련에 역점을 둔 인지행동치료의 효과가 입증

전 증상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며 월경 전 증

되면서(강현정, 1998; 고선규, 1999; Blake &

상은 초경부터 폐경 전까지 주기적으로 나타

Salkovskis, 1995; Morse, Farrell & Varnavide,

날 수 있다. 여성의 75%가 한 가지 이상의 월

1991) 월경 전 증상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

경 전 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Amer

는 능동적인 조망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ican Psychiatry Association, 1994) 월경 전 증후

인지적 관점에서는 월경 전 1주일간의 정상

군(premenstrual syndrome)의 발생률은 20-50%라

적인 생리적 변화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부

고 하며 그 중 3-5%의 여성들은 직장이나 학

정적으로 해석하는 여성들이 월경 전에 신체

교, 사회적 활동이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심각

적․심리적 증상을 겪는다고 본다(Blake, 1995;

한 장해를 초래하는 월경 전 불쾌장애(premen

Reading, 1992). 그 중에서도 증상과장형모델

strual dysphoric disorder)를 겪는다고 한다(Ameri

(symptom exaggeration of special sensitivity model)

can Psychiatry Association, 1994).

(Rubinow, Hoban, Grover, Galloway, Roy-Byrne &

여성들은 월경을 매우 성가신 현상이라고

Anderson, 1998)에서는 월경 전 증후군을 정상

여기며 월경 자체가 자신을 신체적으로뿐만

적인 월경생리에 대한 비정상적인 반응이 원

아니라 심리적으로 취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한

인이라고 본다(조숙행, 1994). 즉 월경 전의 신

다(홍경자, 박영숙, 김정은, 김혜원, 1998). 월

체적 변화를 증폭하여 지각하고 부정적으로

경 기간 중에 통증이나 피로감을 느끼고 불편

해석하는 여성들이 월경 전 증상을 겪게 된다

을 겪는 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월경 전기

는 것이다(Schmidt, Grover, Roy-Byrne & Rubin,

(premenstrual phase)에도 통증(pain) 호소가 빈번

1993). 한국 미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하다. 특히 한국 여성들은 미국 여성들에 비

서도 월경 전 불쾌증상을 보이는 여성들이 일

해 월경 전기에 부정적인 정서보다 통증을 호

상적인 신체증상을 심리적 원인으로 귀인하는

소하는 경향이 있다(홍경자 등, 1998). 또한 월

경향이 있었고(박혜연, 안창일, 2004) 스트레스

경 전기에는 업무능력이 저하되고(홍경자 등,

지각이 월경 전 증상의 호소와 관련 있는 것

1998) 정서적 탈진을 더 많이 경험하며(박영환,

으로 보고되었다(류영민, 조숙행, 2000). 이러

정범석, 김창윤, 이철, 2001) 스트레스에 대한

한 결과는 월경 전 증상에 대한 인지적 관점

취약성도 높아진다(고경봉, 1998; 김회경, 조숙

의 타당성을 지지하는 것이다.

행, 신동균, 1999; 소기윤, 조숙행, 김정웅, 이
현수, 고승덕, 2002).

본 연구에서는 월경 및 월경 전 증상이 여
성에게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인

월경 전 증후군 및 월경 전 불쾌장애의 원

지요인 중에서도 여성성 지각에 초점을 맞추

인에 대해서는 생물학적인 요인에서부터 심리

어 자신의 여성성 지각과 월경 전 증상의 관

사회적 요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제시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인지적인 관점은

여성성은 남성성의 반대 개념으로서 두 개

월경 전 증상에 대한 대처 책략 및 기술의 훈

념은 성역할이라는 단일차원에서 다룰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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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역할이란 남녀를 구분하는 특징에 대한

하는 것이다. 월경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사람들의 합의된 신념으로서 남성이 가져야

가지는 여성일수록 자신의 성역할을 수용하지

할 바람직한 특성과 여성이 가져야 할 바람직

못한다는 연구결과(홍경자 등, 1998)도 후자와

한 특성을 가리킨다. 최근에는 전통적으로 남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성성, 여성성이라고 간주되었던 양극적인 개

결과들로 볼 때, 월경 전 증상과 여성성 간의

념을 깨뜨린 새로운 성역할 개념과 함께 두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월경과 여성성 간에도

개념의 공존이 주장되기도 하는(안귀여루, 최

뚜렷한 일관된 관계가 존재한다고 결론지을

정윤, 1991) 등 성역할 개념에도 변화가 크다.

수 없다.

게다가 고정된 성역할은 정신장애와도 관계가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여성들을 대상으

깊다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성역할에 대한 인

로 여성성 지각과 월경 전 증상 간의 관련성

식과 내재화 정도가 심리상태와 적응에 영향

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을 끼칠 수 있음이 시사되었다. Ussher는 여성
에게는 ‘real 또는 non-PMS Self’와는 대별되는

연구 방법

‘PMS Self’가 존재한다고 보고(Cosgrove & Riddle,
2003) 월경 전 증상과 자기개념 및 정체감을
통합한 개념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 만큼

연구 대상

월경 전 증상이 자기개념과 정체감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연구 대상은 서울․경기․경북 지역의 일

월경 전 증상과 여성성을 동시에 다룬 연구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337명이었다. 이

는 없으나 월경 중의 불편감이나 월경에 대한

들을 대상으로 2006년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

태도와 여성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가

간 수집되었다.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내용

일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연구마다 상이한

등에 대하여 각 대학병원 간호부에 협조문을

결과가 나옴으로써 월경과 여성성의 관계에

보내 연구 허가를 받았으며 연구자들이 근무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첫째, 여성성 지

처로 방문하여 간호사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

각과 월경 관련 고통(menstrual distress) 간에 유

한 뒤,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월경 전 증상에

의한 상관을 보인 연구결과(Cosgrove 등, 2003)

대한 매일평가서인 Daily Record of Severity of

는 자신을 여성적으로 지각할수록 월경 관련

Problems(이하 DRSP)를 월경 1주기 동안 매일

고통 또한 강하게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 하

평가하도록 하였고 그 외 설문지는 DRSP에

는 것이다. 둘째, 여성적 동일시가 약한 여성

응답하기 전에 일괄적으로 체크하도록 하였다.

들이 월경 관련 증상을 빈번하게 호소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한 문항이라도 답하지 않은

(Green berg & Fisher, 1984)는 결과는 자신을

경우나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한 187명

여성적으로 동일시할수록 월경 관련 고통과

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신체증상들을 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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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등을 나타내는 2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

연구도구

다.
월경 전 증상에 대한 매일평가서(Daily
한국 성 역할 검사

Record of Severity of Problems)
월경전 증후군을 가려내고 월경전 불쾌증상

여성성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의 심각성을 측정하기 위해 Endicott와 Harrison

Korea Sex Role Inventory(이하 KSRI)를 사용하였

(1990)이 개발한 DRSP를 월경 1주기 동안 매

다. KSRI는 Bem이 고안한 성역할검사를 한국

일 작성하게 하였다. 월경 전 증상에 대한 회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기초로 양성성 이

고적인 측정은 긍정 오류(false positive error)의

론에 입각하여 제작한 척도이다(정진경, 1990).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월경 전 증상을 정확하

KSRI는 남성성 20문항, 여성성 20문항, 남성성

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월경 한 주기 이

과 여성성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20문항의

상의 전향적인 매일평가가 필수적이다(Erikson,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Edicott, Anderson, Angst, Demyttenaere, Facchinetti,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7점) 범위에서

Lanczik, Montgomery, Muscettola, O'Brien, Stund

체크하는 Likert식 척도이다. 남성성과 여성성

bald & Young, 2002). DRSP는 월경전 불쾌장애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20문항은 각 10문

의 DSM-IV A 항목 11가지 진단기준 각각에

항씩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과 바람직한 특성

해당되는 항목들이 체계적으로 나열되어 있어

으로 나누어진다. 한국 대학생 대상 연구에서

월경 전 증상을 영역별로 체크하기에 용이하

Chronbach α 계수는 남성성 .91이었고 여성성

다. 또한 11가지 증상 외에 월경 전 증상이

.84로 매우 높은 내적 일치도를 보여 주었다

일과 학교 및 사회활동과 대인관계를 현저하

(정진경, 1990).

게 저해하는지의 여부와 정도도 체크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성과 여성성 각 특성에
대한 양적인 측정이 목적이므로 한 개인을 남

DRSP와 관련된 국내 타당도 연구는 부재하

성적이냐 여성적이냐의 범주로 나누지 않고

나 일부 국내 연구들(박영환 등, 2001; 정범석,

개인의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를 분석에

이철, 이지현, 서민경, 한오수, 김창윤, 2001)에

사용하였다.

서는 DRSP를 번안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DRSP 원문과 일부 국내 연구들(박

자료 분석 방법

영환 등, 2001; 정범석 등, 2001)에서 사용된
DRSP 번안문을 참고하여 저자가 최종 번안한

DSM-IV의 진단준거에 의하면, 월경전 증후

것을 사용하였다. DRSP는 각 증상의 정도를

군의 경우에는 월경전 불쾌장애보다 휠씬 느

‘없었음’(1점), ‘매우 경미’(2점), ‘경미’(3점), ‘중

슨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특징적인 증

등도’(4점), ‘심함’(5점), ‘아주 심함’(6점)의 6점

상의 양상, 강도, 초래되는 기능손상의 측면에

척도로서 기분 관련 증상과 신체증상, 기능저

서 월경전 불쾌장애와 구별된다(American P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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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atry Association, 1994). 월경전 증후군에 대한

결 과

명확한 기준 또한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월경 전 증후군을 월경전

인구학적 특성

불쾌장애의 경미한 형태로 보고 월경전 증상
의 유무를 월경 전 불쾌장애의 준거를 증상별

각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Table 1에

로 제시하고 있는 DRSP 양상에 따라 구분하

제시하였다. 연령, 결혼 상태, 임신 유무, 유산

였다. 즉 월경 후와 비교하여 월경 전에 DRSP

경험은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11가지 증상 항목 중 1개라도 해당되며 이로

교육 기간만이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인해 사회 직업적 기능 저하가 있다고 보고한

보였다(t =-2.33. p<.05).

116개의 사례를 월경 전 증후군 집단(이하
PMS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나머지 71개의 사

여성성에 대한 자기 지각의 차이

례들은 증상이 없는 대조군(이하 Non PMS집
단)으로 분류한 뒤,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여성성과 남성성, 중성적인 성역할, 바람직

첫째, PMS 집단과 Non PMS 집단 간 연령,

한 특성과 바람직하지 못한 특성에 대한 지각

결혼 상태, 임신 유무, 유산 경험과 같은 인구

은 PMS 집단과 Non PMS 집단 간에 유의한

통계학적인 변인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연속적

차이가 없었다. Table 2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속성을 가진 변인들은 t-test하였고 비연속적/범
2
주적 속성을 가진 변인들은 X 검증하였다.

여성성 지각과 월경 전 증상 간의 상관

둘째, PMS 집단과 Non PMS 집단 간에 여성
성 및 남성성 점수와 바람직한 특성 및 비바

월경 전의 DRSP 총점과 여성성 및 남성성,

람직한 특성, 중성적인 성역할을 나타내는 점

중성적인 성역할 지각, 바람직한 특성 및 비

수들을 t-test하였다.

바람직한 특성에 대한 지각에 대한 점수들을

셋째,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월경 전의

상관분석한 결과, 유의한 상관은 없었다. 월경

DRSP 11개 문항에 대한 총점 및 각 문항 점

전의 DRSP 11개 각 문항 점수와 여성성에 대

수와 여성성 및 남성성 점수, 바람직한 특성

한 자기 지각 지표들 간에는 일부 유의한 상

및 비바람직한 특성과 중성적인 성역할을 나

관이 도출되었다. 즉 DRSP 1번(우울감) 문항과

타내는 점수를 상관분석하였다.

여성성 및 바람직한 특성 지각 간에는 부적으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for windows 11.0을
이용하였다.

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각각 r=-1.90, -1.56,
p<0.05). 또한 DRSP 10번(압도감) 문항과 여성
성 간에도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r=0.14, p<0.05).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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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 group
PMS(n=116)

Non PMS(n=71)

t(X2)

p value

Age, years, m±S.D.

27.24±4.8

27.31±4.95

.10

.92

Education, years, m±S.D.

15.58± .82

15.21±1.31

-2.33

.02*

(-.59)

.55

(-1.50)

.13

( .59)

.56

Marital State, N(%)
Married

84(76)

50(72)

No married

26(24)

19(28)

Pregnancy Experience, N(%)
Positive

83(86)

48(76)

Negative

14(14)

15(24)

Abortion Experience, N(%)
Positive

6(8)

3(5)

Negative

71(92)

54(95)

*p<0.05

Table 2. Comparison of self-perception to sex role between PMS and Non PMS group
m± S.D.
t

p value

82.38±13.83

-1.53

.44

92.16±12.43

93.83±15.73

.73

.62

Neutral sex role

79.85± 9.00

80.53±10.49

.44

.85

Desirable sex role

48.96± 6.51

48.81± 7.83

.90

.45

Undesirable sex role

30.94± 7.62

31.78± 8.42

.51

.51

PMS

Non PMS

(n=116)

(n=71)

Masculinity

85.52±12.34

Feminity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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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analysis of 11 items/ total score in the DRSP and self-perception to sex
role
Sex role

Premenstrual symptoms

M

F

N

D

Felt depressed

- .09

-1.90*

- .07

-1.56*

.05

Felt anxious or “on edge”

.05

- .08

- .00

- .03

.02

Has mood swings

.00

- .06

- .04

- .02

- .02

Felt angry, or irritable

- .73

- .10

- .06

- .07

- .00

Had less interest in usual activities

- .03

- .08

- .03

- .10

.06

Had difficulty concentrating

- .06

- .08

- .03

- .01

- .03

.05

- .04

.01

.03

- .01

- .04

- .06

- .03

- .03

- .02

.02

.02

.03

.02

.02

Felt overwhelmed

- .13

*

- .14

- .11

- .13

- .01

Physical symptoms

.00

- .02

.01

- .03

.04

- .03

- .11

- .02

- .06

.03

Felt lethargic, tired
Had carvings for specific foods
Sleep more; or had trouble getting to sleep

Total

UD

M: Masculinity, F: Feminity, N: Neutral sex role, D: Desirable role, UN; Undesirable role, *p<0.05

논 의

또한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두 개의 선행연구
가 월경 전 증상에 대한 회고적인 보고임을

본 연구에서 정보의 신뢰성이 인정되어 분

감안한다면, 본 연구에서 PMS 집단으로 분류

석에 사용된 자료 중 PMS 집단으로 분류된

된 62%의 비율은 월경 전 증상에 대한 회고

비율은 62%였다. 본 연구와 같이 간호사를 대

적 보고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긍정 오류(false

상으로 DRSP를 동일하게 사용하였지만 월경

positive error)가 어느 정도 줄어든 결과라고 볼

전 증상을 회고적으로 연구한 한국 연구에서

수 있다.

PMS 유병율은 78.3%였다(박영환 등 2001). 동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을 비교한 결과, PMS

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여대생을 대상으로 수

집단이 Non PMS 집단에 비해 교육기간이 유

행한 회고적 연구에서도 PMS 유병율은 83.3%

의하게 더 길었다. 이러한 결과는 PMS 발병의

이었다(홍경자 등, 1998). 두 선행연구에서 제

위험요인(risk factor)에 교육을 비롯한 인구학적

시된 유병율과 비교할 때, 본 연구에서 PMS

인 변인은 대체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집단으로 분류된 비율은 다소 낮은 것이다.

연구결과(Sternfeld, & Swindle, 2002)와는 불일치

물론 본 연구의 탈락률이 45%로 높다는 점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간호사 집단에서는 P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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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이나 심각도가 학력과 관련되어 있을 가

의 일반적인 관련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가능성에 대해

있겠다.

서는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월경 전의 우울감 및 압도감과 여성성 지각

KSRI의 성역할에 대한 자기 지각 점수들은

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인 결과는 여성에

PMS 집단과 Non PMS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

게서 우울과 여성성 또는 여성성 지각 간의 관

가 없었다. 따라서 두 집단이 여성성 지각을

계를 이해하는 데 시사점을 준다. 선행연구

비롯한 성역할 지각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할

들(Feather, 1985; Lee, 1992; Tinsley, Guest, &

수 있다. 또한 월경 전 증상의 심각성 지표인

McQuire, 1984)에서는 남성성이 강한 집단이

DRSP 총점과 여성성 점수 간에는 유의한 상

여성성이 강한 집단에 비해 우울경향이 낮고

관이 없었다. 하지만 DRSP 문항 중 우울감과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자존감이 높다

압도감 문항은 여성성과 부적으로 유의한 상

는 결과들이 많았다. 하지만 간호사들을 대

관을 나타내었다. 반면 DRSP 총점과 각 문항

상으로 한 연구(Steenbarger, Greenberg, Sommers-

점수는 남성성 점수와는 어떠한 유의한 상관

Flangan, 1998)에서 여성적인 성역할이 낮은 스

도 보이지 않았다. 즉 한국의 대학병원에 근

트레스를 예언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

무하는 간호사들의 경우, 월경 전 증상들 중

본 연구 결과는 후자를 지지하는 것으로 여성

의 일부인 우울감과 압도감에 대한 보고와 여

성과 우울관련 변인 간에 부적 상관이 있다는

성성 지각 간에 관련성이 있음이 시사되었다.

점은 여성성 또는 여성성 지각의 긍정적 측면

따라서 평소 자신을 여성적으로 지각하는 여

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을 제기한다.

성들은 월경 전 증상 중 우울감과 압도감과

이러한 점들로 볼 때, 본 연구결과는 여성

같은 정서적인 문제들은 덜 겪을 것이라는 유

들이 월경 직전 불안정하고 예민하기 쉬운 시

추가 가능하다. 또한 이는 월경 중의 불편감

기에 여성성에 좀 더 초점을 두어 자신의 여

과 여성성과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 중 여

성성을 자각하게 된다면 우울감과 압도감 같

성적 동일시가 약한 여성들이 월경 관련 증

은 월경전 증상의 일부인 정서적인 문제를 보

상을 빈번하게 호소하였다는 결과(Greenberg,

다 덜 겪을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월경 전

Fisher, 1984)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증상에 대한 인지치료적 함의를 시사하는 것

한편 자신이 바람직한 특성을 지닌 것으로

이라고 하겠다.

지각하는 것과 우울감 보고 간에 유의한 부적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

상관이 있었다는 결과는 여성들이 자신의 역

에서 응답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하여 분석에

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월경 전 증상

사용하지 못한 비율이 약 45%로 높았다. 이것

중 우울감과 같은 감정적인 문제들을 적게 느

은 자가 측정 및 기록이 단 몇 회로 끝나는

끼는 것이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월경 주기 내내 빠짐없이

바람직한 특성과 우울감 감소가 관련되어 있

이루어져야 하는 엄격하고 성가신 과정이 포

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우울감과 부정적 특성

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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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본 연구에서 자신의 기록이 분석에 사용된

지각. 신경정신의학, 27(3), 514-524.

여성들은 분석에서 제외된 여성들에 비해 꼼

고선규 (1999). 월경전 증후군에 대한 인지행

꼼하고 꾸준하며 철저한 특성을 지녔을 가능

동집단치료 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

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사학위논문.

여성 전체에 일반화할 때에는 이 점이 고려되

강현정 (1998). 인지행동치료와 이완훈련이 월경

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전 증후군의 감소에 미치는 효과. 전북대

는 월경전 증후군을 선별할 때, 월경 1주기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동안의 전향적인 일일보고를 통한 자료에 근

김회경, 조숙행, 신동균 (1999). 월경전기변화

거하여 월경전 증상에 대한 회고적인 보고의

와 스트레스의 지각 정도간의 상관관계.

문제점은 극복하였지만 2주기 이상의 일일보

정신신체의학, 7(1). 61-71.

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월경 전 증상의 안정성

류영민, 조숙행 (2000). 월경 전기 변화 여성에

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서 월경 전기 증상의 양상과 스트레스

연구에서 월경 전 증상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

대처 방식. 신경정신의학, 39(6), 1061-

낸 우울감과 압도감은 우울장애의 주요 요소

1071.

들이나 Beck Depression Inventory, Hamilton

박영환, 정범석, 김창윤, 이 철 (2001). 일병원

Depression Rating Scale과 같은 우울장애를 평가

간호사군에서 월경 전 불쾌기분장애의

할 수 있는 자기 보고식 검사나 구조화된 면

유병율과 직업적 기능의 저하. 신경정신

접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울증과 관련된 요소

의학, 40(5), 832-841.

들을 교차 타당화 할 수 없었고 임상가의 면

박혜연, 안창일. (2004) 월경 전 불쾌 증상 집

담을 통해 월경전 증후군을 확진할 수 없다는

단의 신체 감각에 대한 인지 특성: 미혼

아쉬움이 있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
상, 23(4), 891-903.

따라서 이러한 제한점들을 고려하고 자신의
성역할 지각 이외에 성역할에 대한 선호도와

소기윤, 조숙행, 김정웅, 이현수, 고승덕 (2002).

월경 및 월경전 증상에 대한 태도에 관한 정보

월경전기증후군을 보이는 젊은 여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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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나 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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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atory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self-perception
to feminity and premenstrual symptoms
- In nurses who worked for some university hospitals -

Keun-Hyang Kim

Eun Kyung Kim

Tae Kyou Choi

Shin Young Suh

Mi Young Kim

Sang Hyuk Lee

Keun-Young Yook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Pochon CHA University, Bundang CHA Hospita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perception to feminity and
premenstrual symptoms in women. Prospective data were obtained from 337 nurses who worked for some
university hospitals located in Seoul, Kyung-gi, Kyung-book areas. Premenstrual symptoms were rated by
using the Daily Record Severity of Problems(DRSP) for 1 menstrual cycle. Self-perception to feminity and
masculinity was evaluated with Korea Sex Role Inventory(KSRI). Valid data obtained from 187 responders
were analyzed. The prevalence rate of PMS was up to 116(62%), whereas the number of subjects without
PMS was 71. Self-perception to feminity was not significantly whin two group. There was no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total score of the DRSP and the feminity score of the KSRI. Among the
DRSP items, each score of ‘felt overwhelmed’and ‘felt depressed’ items showed a little but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feminity score of the KSRI.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some mood symptoms
of PMS might be related to self-perception to feminity.
Key words : Premenstrual symptom․PMS․Feminity․Perception

- 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