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월경주기와 불안과의 상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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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아직은 이러한 월경주기와 관련된 변화가 생

서

론

리적 영향인지 혹은 심리적, 사회적 원인에 의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그

여성은 월경을 통해서 매달 호르몬의 변화와 관
련된 생 리적 rhythm 율 경험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많은 수의 여성이 정서 및 행동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왔다. 즉，1931년 Frank가 월경
전기 긴장(premenstruaᅵtension) 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여 월경주기에 따른 주기적인 신체 및 정서적
변화를 처음으로보고하였다. Benedek와 Rubinstein
(1939) 은 월경주기에 따른 호르몬의 변화와 관련

하여 정신분석적 입장에서 정서적 변화를 연관시
켰으며 이를 Somatopsychic unit로 체계화시켰다.
즉 배 란기 때는 유쾌한 정서 (pleasant affect), 월경
전기에서는 불안, 우울이, 그리고 월경 기에는 우울의
정서변화가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그 이후에도 많은
연구가 있었으며 그 결과 여성들중 20~80 었가 월경
전기에 경미한 정도의 정서, 신체적 변화를 겪는다고
알려졌으며 의학적 혹은 정신과적 치료를 요할 정
도의 심한 중상올 가지는 경우도 정확한 통계는 없
으나 약 5 ^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Hamilton 둥
1984). 이에 최근 DSM-m 의 개정판에서는 월경전

기중후군을 하나의 정신과적 진단명으로 하려고
시도되어지고 있는 형편이다(DSM-1IIR, 1987). 그

이유롤 보면 첫째, 월경주기에 따라 나타나는 정서
행동의 변화에 대한 측정방법이 통일되어 있지않고,
둘째，
월경주기에 따른 정서 행동의 변화에는 유전적
영향, 호르몬의 영향, 사회적 stress의 영향, 성 역할에
대한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
문이다(Hamilton 등 1984).
우리나라에서는 월경과 관련되어 전반적 고찰 및
정신병, 자살, 사고와의 관계가 보고되고 있다(안석
철 둥 1972 ; 유태임 1976 ; 이충원 1977 ； 석재호
둥 1981;

이승탁 둥 1983) 최근에는 한창완 둥

(1985) 이 월경주기 중상의 유형에 관한 연구를 보

고하였으며 이수일 등 (1986) 은 Moos외 척도를 사
용하여 월경주기 중상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월경
주기에 따른 정서변화중 단일변인으로서의 불안에
대한 연구는 없다.
불안에 대한 최근의 생화학, 생리학적 측면의 연
구도 역시 불안과 신경전달물질(neurotransmitter)
이 연관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정확한 불안의
기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Rainey 와 Nesse 19
85). 또한 최근에는 우울중이 여성에서 높은 빈도를

보이기 때문에 월경과 연관된 정서변화에 특히 주
목하고 있다. 우울중에서 호르몬의 영향을 재검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gonadal steroid가

prenatal brain 의 발달과 lateralization뿐 아니라

ᅳ불안정, 정상一신경중적, 신뢰一불신)에 대해

post-pubertal 의 신경전달물질과 수용체생리 (rece

에서

ptor physiology) 그리고 행동기눙(behavior func-

평점하도록 하였다.

10까지의

1

등급을 두어 조사대상자가 스스로

tion ) 에 깊은 영향을주는 것으로생각되기 때문이다

④ 월경주기의 구분은 Silbergeld 등 (1971) 의 방

(Hamilton 둥 1984). 따라서 월경주기에 따른 정서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월경기는 월경

변화에 대한 연구가 정신과 영역에서 주요한 위치를

출혈 제1일에서 5일까지로 하였다. 예정 월경시작

차지하는 우울과 불안에 대한 생물학적 연구에 어떤

14일 전을 배란일로 잡고 배란전 3 일동안을 초기

핵심적 단서률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배란기로 하고 배란후 3 일동안을 후기배란기로 하

본 연구는 연령이 비슷하고 같은대학 동급생인

였다. 월경전기는 다음 월경시작 전의 5 일동안으로

미혼여성인점 둥 거의 같은 신체적 조건을 가진 동

하였다. 중포낭기(Midfollicular phase) 는 월경기와

질성 집단(homogenous group) 을 대상으로 월경과

초기

불안과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한 것이다. 즉 동질성

phase) 는 후기배란기와 월경전기 사이의 기간으로

배란기

사이로

하고

중황체기 (Midluteal

집단에서 월경주기에 따른 불안의 정도를 표준화된

하였다. 이러한 각각의

척도인 STAI(State_Trait Anxiety Inventory) 를 사

STAI점수들의 평균을 해당 피험자의 해당기간의

용하여 측정하고 이것이 특성불안 및 성격특성과

점수로 취하였다.

어떻게 상호연관 되는 지를 연구한 것이다.

연 구

1.

1. 연구대상
1985년도에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3학년에 재학

120명 중에 서 본 연구자료에 모두 웅답한

9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연령은 19세

에서

22세 사이였으며

평균연령은

자가평가한

⑤ 자료처리는 SPSS-PC를 사용하여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중인 학생

기간 중에

20.8세였다.

결 과

전체집단의 특성불안

전체집단의 특성불안 점수의 평균은 45.53점 이
었다. 월경이 규칙적이라고 응답한 집 단 45명(50% )
의 평균점수는 44_25점이고 불규칙적인 집단 45명
(50 % )의 평균은 46.78점으로 이 두 집단 사이에는

2. 연구방법
① 연구대상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이를

8〜J2주간에

걸쳐 3〜4 일 간격으로 설문에 답하게

하였다.
② 불안에 대한 척도는 Spielberger 등 (1970) 에

현

의해 고안되고 신동균 등 (1978) 에 의해 한국표준

番
O

화된 자기보고형의 STAI(State-Trait Anxiety Inve"

8

C

ntory) 의 한국판을 사용하였다. STAI는 상태불안올

측정하는

20개의

문항과 특성불안을 측정하는

20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성불안은 연구시

1회

답하게 하였고 상태불안은 첫번

1회

이후에 3 ~ 4 일 간격으로 매번 답하게 하였다.
③ 성격특성에 관한 조사는 본 저자들이 고안한
8개의 항목( 내성적ᅳ외향적, 여성적一남성적, 복종
적ᅳ반항적, 낙관적ᅳ 비관적, 긍정적ᅳ부정적, 안정

menstrual cycle phases
significant difference <p<0.(Q b엾ween two phases
menstrual phase, MF : midfollicular phase
early ovuJatoiy phase LO : late ovulatory phase
midluteal phase PM : prema
Fig. 1. Scores of state anxiety scale during die menstrual
cyde phases.
M

작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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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L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월경주기의 규칙성 여부는

유의하게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PC 0.05) (Table

특성불안과 관련이 없었다.

IX

2.

5. 성격특성과 상태불안

월경주기에 따른 상태불안의 변화

1

월경주기에 따른 상태불안의 변화는 그림 과 같

월경주기 동안에 각각의 성격특성과 상태불안과

다. 월경기 때에 46.05점으로 가장 높고 초기배란기

의 관계를 보고 이것을 다시 월경주기의 규칙성 여

때에 43.91 점으로 가장 낮으며 이 두 기간의 상태

부와 연관시켜 보았다.

불안점수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C0.05)
(Fig. 1).

① 그 결과 성격이 내성적인 경우가 외향적인 경
우보다 중포낭기(46.97) 와 월경전기(47.00) 에서 상

월경주기에 따른 상태불안의 변화를 월경주기의

태불안이 유의하게 높았다 (P<0.05 ) . 이것을 월경주

규칙 성 여부와 관련시 켜 보았다. 그 결과 월경주기중

기의 규칙성 여부와 관련시켜본 결과 불규칙적 월

어느시기를 막론하고 규칙성 여부와는 유의한 차

경주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규칙적 월

이가 없었다.

경주기에서는 위와 동일한 차이가 있음올 볼 수 있

4. 특성불안과 상태불안과의 관계

었다.
② 낙관적ᅳ비관적 성격인 경우에는 중포낭기 (47.

특성불안이 높은군과 낮은군 사이의 차이롤 알 #
아보기 위하여 전체질단을 두 군으로 구분하여 보
았다. 즉 특성불안의 평균이 45.53점인데 이 평균값
보다 높은군과 낮은군으로 나누었다. 이 두 군에서
월경주기에 따른 상태불안의 변화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특성불안이 낮은 사람도 월경기에는 상태
불안이 높게 나타나서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월경기를 제외한 다른 월경주기에
서는 특성불안이 높은군이 낮은군보다 상태불안이

10) 와 초기배란기(45.02), 후기배란기(48.67), 월경

전기(48.08) 에서 비관적 성격이 낙관적 성격보다
상태불안이 유의하게 높았다 (P<0.05 ).이 성격특성
을 월경의 규칙성 여부와 연관시켜보면 규칙적 월
경주기에서는 후기배란기(48.00) 와 월경전기 (48.
76) 에서 낙관적 성격보다 비관적 성격에서 상태불

안이 유의하게 높았다 (PC0.05). 또한 불규칙적 월
경주기에서는 중포낭기 (48.42), 초기배란기 (47.17),
월경전기(47.50) 에서 비관적 성격이 낙관적 성격보

Table 1. Relation between !
•anxiety scale and trait-anxiety scale during the menstrual cycle phases
Phase
Number of subjects Mean scores of state anxiety scale (SD)
4aoe
(iai5)
Menstrual
45
Low trait anxiety
43
4a93
( 9.69)
MidfolHcular
47.57
Hi녔! trait anxiety
45
(9185)
Low trait anxiety
43
선X59
(7.53)
(6 적 )
45.66
Early ovulatory
Hi삶! trait anxiety
46
44
42.08
Low trait anxiety
^97
(102^
45
Late ovulatory
Hig호i trait anxiety
44
4ai3
Low trait anxiety
(7.65)
45
4&21
Midluteal
High trait anxiety
4285
44
Low trait anxiety
(m
( 7.11)
선
48.01
Pronenstrual
High trait anxiety
4QL69
44
( &31)

NS
<(X001
<ao5
<aos
<0.05

-•—
•

Negative
Posrtiv©

40
쓰

쓰

^ 스

MF

녹

EO

쓰

LO

ML

Menstrual cycle phases

PM

- * --

M

■ - —•- — « - — ^ ......—.....*

MF

EO

LO

Menstrual cycle phases

M ; menstrua] phase M F: midfoliicular phases
HO ：early ovulatory phase LO : Late ovulatory phase
ML : midluted phase PM : premenstrual phase
Fig. 2. Relation between scores of state anxiety and per
sonality characteristics during menstrual cycle phr
ases.

ML

PM

다 상태불안이 유의하게 높았다(P<0.05).

불안에 대한 척도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Spielberger

③ 긍정적_ 부정적 성격에서는 중포낭기(47.69),

등이 고안한 STAI를 사용하여 연구한 결과 포낭기와

월경전기(47_22)에 상태불안이 부정적 성격에서 유

배란기때 상태불안이 비교적 낮고 월경기에서 상

의하게 높았고 (P<0.05) 이 경우에 규칙적 월경주기

태불안이 가장 높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

인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불규칙적 월

치하고 있다.

경주기에서는 월경기(49.47), 중포낭기(49.40) , 월경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결과는 월경전기에 불안이

전기(47.97) 에서 부정적 성격이 유의하게 상태불안

중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중에서 본 연

이 높았다(PC0.05).

구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척도인 STAI를 사용한

© 정상ᅳ신경중적 성격에서는 월경주기의 시기

연구들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olub(1976) 는 월

에 따라 상태불안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경전기에 상태불안이 중가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

그러나 이것을 규칙성 여부와 관련시켜보면 불규

나본 연구는 이 구분을 더 세분하여 월경주기 중에서

칙적인 경우에는 차이가 없으나 규칙적 월경주기

월경전기와 월경간기의 둘로 나누어 불안을 측정한

에서는 월경전기에 신경중적인 성격이 정상보다

Golub 의 연구와는 차이가 나타난다. 또 연구대상

상태불안이 유의하게 높았다(P<0.05) (Fig. 2).

집단도 본 연구는

20세 전후의 동질성

집단의 여대

내성적, 비관적，부정적, 신경중적 성격에서 외향

생이 었으나 Golub 의 연구는 30~45 세의 아이를 낳은

적, 낙관적, 정상적 성격보다 월경전기에 상태불안이

여성으로 차이가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월경기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중포낭기에 상태불안이 중

문제는 젊은여성에서 더 빈번하게 나타나며 월경

가하는 것은 월경이 불규칙적인 때가 규칙적인 때

전기 중상은 나이가 많은 여성에서 더 많다고 알려

보다 높은 경향이 있었다.

지고 있는 것과 연관을 시켜서 생각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Logue와 Moos 1986). Awaritefe(1980) 동

고

찰

도 역시 STAI를 사용，
측정 한 상태 불안이 paramenstruum 동안에 중가한다고 하였는데 paramenstruum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은 대부분 월경전기에 불

은 월경전기와 월경기가 포함되므로 본 연구결과와

안이 중가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렵다. Lahmeyer(1982) 동도

과를 보면 상태불안이 월경기에 가장높게 나타났다.

11명 의 정상 여성 집단을 대상으로 STAI를 사용하여

몇몇 다른 연구에서도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보

불안을 측정한 결과 월경전기에 상태불안이 중가

고가 있는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Gottschalk

되는 경향도 있으나통계적 의미는 없었다고 하였다.

(1962) 등은 월경주기에 따른 불안의 변화를 자신이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의하면 월경주기에 따른 불

고안한 FAT(Free Association Test) 를 사용하여

안의 변화 특히 월경기 때 상태불안이 높다는 것에

측정한 결과 불안이 배란기 전후에 일시적으로 감

대해 완전한 의견 일치는 없으나 월경전기 때에 불

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
서도 상태불안이 초기배란기 때에 가장 낮게 나타난

안이 가장 높다는 주장은 대체로 받아들여지기 어
렵다고 생각된다.

것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Silbergeld(1971) 둥도

본 연구 결과를 보면 월경기 때 상태불안이 높은

Gottschalk가 고안한 FAT를 사용하여 연구한 결과

것은 특성불안의 높낮이와는 관계가 없지만 월경

FAT불안이 배란기보다는 월경전기에 훨씬 더 높

기를 제외한 월경주기 동안에서는 상태불안의 정

지만 실제적인 최고치는 월경기 동안에 일어나고

도가 특성불안과 관련이 있었다. Moos(1969) 는 신

있음올 보고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월경주기 구분이

체적 중상은 월경기 때에 더 자주 보고되고, 심리적

Silbergeld 둥의 연구에서와 같으므로 이 일치는 의

중상은 월경전기에 더자주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

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불안올 측정한 척도는

라서 월경기때 상태불안이 제일 높게 나타난 것을

본 연구에서와 다른 것이었다. Collins(1985) 등은

신체적 중상과 연관 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불안의 생리적, 생화학적 측면과 월경주

규명하기 위해서는 월경주기에 대한 상태불안의

기에 따른 정서, 행동의 변화에 대한 hormone의

변화와 호르몬 측정치의 변화롤 관련시키는 더욱

영향을 함께 고려한다면 신체적 중상과 심리적 중

발전된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추후 연구에 기대되는

상을 둘로 나누어진 것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생 리적,

바 정신과 신체와의 관련에 대한 연구에 하나의 의

생화학적 변화에 근거한 일련의 변화라는 맥락으로

미있는 돌파구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생각할 수도있기 때문이다.
월경기를 제외한 월경주기에서 특성불안이 높은

결

론

사람이 낮은사람보다 상태불안이 높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Golub(1976) 의 결과와는 반대 이다. 그는

월경주기에 따른 불안상태의 변화를 규명하기

특성 불안과 월경전기의 상태불안이나 우울과는

위하여 90명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Awaritef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STAI) 롤 사용하여

(1980) 둥은 상태불안이 paramenstruum 동안에 중

대상학생들에게 Trait anxiety와 State anxiety를 2

가하고 그 중가는 부분적으로는 특성불안의 차이로

개월간 월경주기에 따라 자기평가 하도록 하였다.

설명 할 수 있다고 하였다. Rees(1953) 는 월경전긴

그 결과를 월경주기별, 자기평가한 성격 특성에 따라

장을 정상인 보다는 신경중적인 경우에 더 많으며

통계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그 정도도 신경중적인 소인과 상호연관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Coppen 과 Kessel(1963) 은 월경전중

1)
2)

상태불안은 월경기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월경기에 상태불안이 높은 것은 특성불안의

상과 월경의 불규칙성이 신경중적인 소인과 상호

높낮吾과 관계가 없지만 월경기를 제외한 월경주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Sampson 과 Jenner

기에서 상태불안의 정도는 특성불안과 유의하게

(1977) 는 그런 상호관계를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정비례적으로 높았다.

Gruba 와 Rohrbaugh(1975) 및 Bloom(1978) 등은

3) 월경전기 상태불안은 자기 평가한 성격특성이
내성적, 비관적，부정적 및 신경중적 일때 외향적,

M M PI를 사용한 연구에서 월경전기 및 월경기 중

상이 신경중적 경향과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낙관적,긍정적 및 정상적 성격 일때에 비해 유의하게

월경전기 때에 상태불안의 중가가 성격( 내성적, 비

높았다. 그러나 중포낭기에 상태불안이 중가하는

관적, 부정적, 신경중적)과 상호관련 된다는 본 연

것은 월경이 불규칙적인 때가 규칙적인 때 보다높은

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월경주기에 따른 정서

경향이 있었다.

변화가 성격특성과 상호연관된다고 할 때 이것을

REFERENCES

단순히 심리적 원인으로만 돌릴수는 없다. 왜냐하면
만약 월경전 우울과 불안이 호르몬에 의해 결정된
다면 우울이나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사이에는 유의
한 상관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월경에 따론 정서 행동변화에 대해 호르몬의
영향올 주장한 학자도 있다(Golub 1976) 그러나

김정택 . 신동균(1978) ：STAT의 한국표준화에 관
한 연구. 최신의학 21 ：6 9 - 7 5
석재호 . 함

웅 • 박동철(1981) : 사고와 월경주기

간의 상호관계. 신경정신의학 20 ' 43 - 47

개인의 성격특성이 호르몬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고

안석철 . 석재호 . 이규함(1972) ：외래환자에서의

호르몬의 기능이 개인의 성격특성에 의해 결정될

정신중상과 월경주기간의 상호관계. 신경정신

수도 있으므로 성격과 월경전중상 사이에 상관관계

의학

가 있다더라도 호르몬의 영향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월경전기에 상태불안이 중가하는 것은
성격과 더 많은 관련이 있다는 본 연구결과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를 명확히

：172-176

유태임(1976) ：한국여성의 성기능. 신경정신의학
15 : 45〜 56

이 수일 •유태 혁 . 강종선 . 안석 철 • 이 병 욱 • 김

헌

. 석재호〔
1986〕* 월경주기중상의 요인분석. 신

경정신의학 25 : 203〜있3

이승탁 • 김명정 (1983) ：정신과 환자의 월 경중상.
신경정신의학 2 2 : 402〜 425
이충원(1977) ：자살기도와 월경주기간의 상호관계.
신경정신의학 야 : 새5 9 0
한창완 • 유태혁(1985) ：월경규칙성과 월경시기에
의한 월경주기중상의 유형. 신경정신의학있 ：
578〜587

Awaitefe A, Awaritefe M, Diejomaoh FME and Ebie
JC(1980) * Personality and m enstruation. Psy
chosom M ed 42 : 237〜 251

xiety and depression. Psychosom med 38 •• 4 〜12

Gottschalk LA, kaplan SM and Gleser GC(1962)
.* V ariations in m agnitude o fem otion • a method
applied to anxiety an d hostility d u rin g phases o f
the m enstrual cycle. Psychosom M ed 24

細〜

311

Grufaa G and Rohrbaugh M(1975) : M M P Icorrelates
of m enstrual distress. Psychosom M ed 37 : 265 〜
273

Hamilton JA, Parry BL, Alagna S, Blumenthal S and

Benedek T and Rubinstein B (1939) : The correla

Herz E(1984) •• Prem enstrual mood changes ••

tions between ovarian activity and psychosomatic

a guide to evaluation and treatm ent. Psychiatric

processes /. The ovalation phase. Psychosom M ed

annals 14

1 : 245〜270，ll.T k e m enstrual phase. Psycho
som M ed 1 : 461 〜4S5

Bloom LJ, Shelton JL and Michaels A C (1978) * Dys
menorrhea and personality. J Pers Assess 42 •
272 〜276

Clare AW (1985) *• Prem enstrual syndrome : single or
m ultiple causes? Can J Psychiat 30 : 474〜 482

Collins A, Eneroth P and Landgren BM(1985) ; Psychoneuroendocrine stress responses and moon
as related to the m enstrual cycle. Psychosom Med
47 ：512〜 527

Coppen A and Kessel N(1963) : M enstruation and
personality. B ri J Psychiatry 109 • 711 쓰7ZI

DSM-III R (1987) * D iagnostic and Statistical M anual
o f M ental Disorders. 3rd ed. revised.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W ashington. DC.

Frank R T (l9 3 l) • The horm onal causes o fpremenst
ru a l tension. Arch N eurol Psychiat 26 ' 1053〜
1057

Golub S(1976) : The m agnitude ofprem enstrual an

426〜435

Lahmeyer HW, M iller M and Delenojones F(1982)
• Anxiety and mood fluctuation d u rin g the nor
m al m enstrual cycle. Psychosom M ed 44 • 185〜
195

Logue CM and Moos RH(1986) * Prem enstrual sy
mptoms : Prevalence and risk factors. Psychosom
M ed 48 ：
388〜413

Moos RH(1969) * Typology o f m enstrual cycle symp
toms. Amer obst Gynecol 103 • 390〜 402

Rees L(1953) * Psychosomatic aspects o f the premens
trual tenstion syndrome. J M ental S c i99 * 62 〜73

Sampson GA and Jenner FA(1977) • Studies o f daily
recordings from the Moosa M enstrual Distress
Questionnaire. B r J Psychiat 130 • 265〜 271

Silberged S, Brast N and Noble E P (l9 7 l) : The me
nstrual cycle ' a double-blind study o f symptoms,
mood and behavior, and biochemical variables
using enovid and placebo. Psychosom M ed 33 •
411〜 428

The R elationship Betw een th e N orm al M enstrual Cycle an d A nxiety

S u n g Kil M in , M .D ., S u n g H ae M in , M .D .
D ept o f Psychiatry, Yonsei University, College o f M edicine, Seoul Korea

State anxiety during menstrual cycle phases was studied in 90 unmarried nursing college stude
nts. The level of trait anxiety and state anxiety was scored by self-evaluated method using
STAl(State-Trait Anxiety Inventory) in each menstrual cycle phase for 2 months. The mean
scores of STAI in each menstrual cycle phases was analyzed and correlated with self-evaluate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The results are as follows ;
1) The score of state anxiety in menstrual phase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in other
menstrual cycle phases.
2) The level of state anxiety in menstrual phase was not correlated with the level of trait
anxiety, while the level of state anxiety in other menstrual cycle phases were correlated positively
with those of trait anxiety.
3) The level of state anxiety in menstrual phase was higher in those whose self-evaluate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were introverted, pessimistic, negativistic and neurotic than in those
whose self-evaluate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were extroverted, optimistic, positive and normal.
And the level of state anxiety in midfollicular phase was higher in those with irregular menstrual
cyde than in those with regular o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