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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 behavior program for reducing exposure to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EDCs), thereby to improve perceived benefits and self-efficacy as well as reduce 

the perceived barriers and prevalence of dysmenorrhea in unmarried women. 

Methods: The study used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Participants were ran-

domly assigned to an experiment (n=18) or control group (n=18). The behavior program for reducing 

exposure to EDCs was developed based on Pender's health promotion model and previous research results. 

The program was conducted for 12 weeks, consisting of 4 weeks of face-to-face intervention and 8 

weeks of mobile intervention. 

Results: The behavior program we developed was verified as an effective intervention that could improve 

the perceived benefits and self-efficacy of reducing one's exposure to EDCs. It also decreases the per-

ceived barriers and prevalence of dysmenorrhea in unmarried women. 

Conclusion: Our results showed that the program was an effective nursing intervention in unmarried 

women. Therefore, this behavior program for reducing exposure to EDCs can be applied in the context of 

unmarried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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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내분비계 장애물질(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EDCs)이란 정상적인 내분비계의 기능을 교란하여 건강

에 악영향을 미치는 외인성 물질로 환경호르몬으로 알려

져 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12). EDCs는 실

내외 먼지, 식품,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등의 다양한 생활용

품에 포함되어 있다(Lee et al., 2016; Song et al., 2017). 

EDCs는 호흡과 음식섭취 및 접촉 등을 통해 인체에 흡수

되어 생식기계, 대사계, 신경계, 혈관계, 면역계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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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며 암 발생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aun 

et al., 2014; Meeker et al., 2013).

특히 EDCs 중 비스페놀, 프탈레이트, 스티렌 등의 물질

은 체내에 들어와 호르몬 수용체와 결합하여 에스트로겐 

유사작용을 하고, 자궁 내 염증반응을 유도하여 자궁내막

증 등의 자궁질환을 일으키는 등 생식기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oi, 2019; Smarr et al., 2016; 

Song et al., 2017). 비정상적인 자궁 내막의 증식은 월경 

장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며(Women Health Nursing 

Curriculum Research, 2018), 실제로 선행연구에서 월경

통 증가의 원인이 EDCs 노출 증가와 EDCs의 축적에 용이

한 체지방량의 증가인 것으로 나타났다(Costa et al., 2014; 

Kim, 2011; Kim & Park, 2012; Yoon, 2018). 그러므로 

EDCs 노출을 감소시키는 중재는 여성의 월경장애를 완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EDCs 노출저감행동은 EDCs의 잠재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노출을 최소화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Kim & Kim, 2009). 선행연구에서 여성들은 EDCs의 위

험성과 EDCs로 유발되는 건강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고(Ye et al., 2013), EDCs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재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 Kim, 

2009; Koo & Kim, 2018). 여성은 남성에 비해 다양한 화

장품과 생활용품, 화학용품으로 제조된 일회용 월경용품의 

반복적인 사용 등으로 인해 EDCs 노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Braun et al., 2014; Cheon et al., 2016; Meeker 

et al., 2013). EDCs 노출 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시기

가 태아기와 유아기로 보고되어 있어(Vaiserman, 2014) 

추후 임신과 출산, 육아의 과정을 담당하게 될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EDCs 노출저감행동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건강증진을 위한 이론 중 Pender의 건강증진모형은 행

동과 관련된 특수한 인지와 감정인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과 지각된 자기효능감 등이 건강증진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Pender, 1996). EDCs 관련 선행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지각된 장애성, 지각된 자기효능감은 

EDCs 노출저감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Jun, 2018; Um & Jun, 2018). 이에 미혼 여성을 대상으

로 EDCs 노출저감행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

정하고 EDCs 노출저감행동을 통한 미혼여성의 생식기 건

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EDCs 노출저감

행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 후 지각된 유익성, 지각

된 장애성, 지각된 자기효능감, EDCs 노출저감행동, 월경

통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

음과 같다.

첫째, EDCs 노출저감행동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둘째, EDCs 노출저감행동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정한다.

3. 연구 가설

가설 1. EDCs 노출저감행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

(이하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이하 대조군)보다 

지각된 유익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2.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지각된 장애성이 낮을 것

이다.

가설 3.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지각된 자기효능감이 높을 

것이다.

가설 4.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EDCs 노출저감행동 정도

가 높을 것이다.

가설 5.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월경통 정도가 낮을 것이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설계

이 연구는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EDCs 노출저감행동 프

로그램의 효과검정을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반복측정설계

를 이용한 유사실험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이 연구의 대상자는 2020년 1월 중순부터 B시 소재의 

중대형 헤어샵 3곳의 협조를 얻어 해당 장소에 구체적인 대

상자 선정 기준과 제외 기준을 명시한 모집 문건을 공개적

으로 게시하였다. 이후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밝힌 순서대

로 무작위로 실험군과 대조군에 배정하였다. 구체적인 대

상자 선정기준은 (1) 만 19세 이상 40세 미만의 미혼 여

성, (2) 월경을 규칙적으로 하는 자, (3) 월경통을 경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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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 (4) 일회용 월경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자, (5) 연구

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에 자

발적으로 동의한 자였다.

표본 크기는 EDCs 노출저감행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선

행연구가 없어 Pender의 건강증진모형을 중재 프로그램

에 적용한 선행연구(Je & Choi, 2016; Lee & Eun, 2016)

를 바탕으로 G*power 3.1 program을 이용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 시 필요한 최소한의 표본 수를 중간 효과크기 f= 

0.25, 유의 수준(α)=0.05, 검정력(1-β)=0.90, 집단 수 2

개, 반복 측정 횟수 4번으로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최소한

의 표본 수는 30명이었으나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총 36

명을 초기 대상자로 모집하였고(실험군 18명, 대조군 18

명) 중도 탈락자는 없었다.

3. EDCs 노출저감행동 프로그램 개발 

EDCs 노출저감행동 프로그램은 EDCs 노출저감행동 

관련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Cheon et al., 2016; Kim, 

2011; Kim & Kim, 2009; Koo & Kim, 2018; Yoon, 

2018)와 Pender의 건강증진모형 이론을 적용하여 프로

그램의 효과를 보고한 선행연구(Je & Choi, 2016; Lee & 

Eun, 2016)를 바탕으로 개발하였다. 프로그램 개발 후 간

호학 교수 1인, 산부인과 의사 1인, 산부인과 간호부장 1인

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에게 내용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으

며 각 문항별 index of content validity (CVI)는 0.80 이

상으로 나타났고, 전체 프로그램의 평균 CVI는 0.83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은 면대면 중재 총 4회(매주 1회)와 모바일 중

재 총 8회(매주 1회) 총 12회로 구성되었다. 각 회기 당 면

대면 중재는 90분, 모바일 중재는 20분 동안 운영되었고 

구체적인 중재 내용은 Table 1과 같다. 

1주차는 “EDCs와 월경장애 바로알기”를 주제로 진행

하였다. PPT와 동영상을 활용하여 EDCs의 정의, 작용기

전 및 특징, 미치는 영향, 종류 및 함유제품, 부작용과 관련 

Table 1. Contents of behavior program for reducing exposure to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Week Contents Methods Sources

Face-to-face intervention

1 Objects: Learning about EDCs and menstrual disorders

  Orientation

  About EDCs & menstrual disorders

  Quiz

Lecture PPT

Video

2 Objects: Exploring the impact of EDCs

  Effects of EDCs on humans and the environment

  Task: Share what you learned about EDCs with people around you

Group activity

Discussion 

Presentation

PPT

Video

Books

Newspaper

Articles

Statistical data

3 Objects: Checking my lifestyle related to EDCs

  Learn about behavior for reducing exposure to EDCs

  Checking my behavior that expose me to EDCs 

  Creating a practice list

Lecture

Individual activity

Presentation

PPT

4 Objects: Commitment to behavior for reducing exposure to EDCs

  Watching the program's summary video

  Sharing about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Q&A

  Mobile group room preparation

Presentation

Feedback

Video

Mobile

Mobile intervention

5–12 Objects: Continue behavior for reducing exposure to EDCs

  Watch the video summarizing the program’s objectives

  Share and provide feedback on practice list

  Group counseling and encouragement

Sharing of practice list

Group counseling

Video

SMS

EDCs,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PPT, power point; SMS, short messag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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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월경장애의 정의, 종류 및 증상, 중재방법과 현황, 관

련 연구에 대해 강의식으로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종료 시 

프로그램 참여 독려를 위해 실험군에게 면 생리대를 배부

하였다.

2주차는 “EDCs로 인한 영향 살펴보기”를 주제로 진행

하였다. 3명으로 구성된 조별로 신문, 통계 및 단행본을 활

용하여 EDCs로 인한 생태계와 인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별 자유토론을 실시하게 한 후 발표하도록 하였다. 프로

그램 종료 시 본 교육을 통해 알게 된 EDCs에 대해 주위 사

람들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과제를 부여하였다.

3주차는 “EDCs관련 나의 생활습관 점검하기”를 주제

로 진행하였다. 시작 시 부여했던 과제에 대해 서로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후 개별로 EDCs관련 나의 생활

습관을 돌아보며 직접 기록하고, 점검하도록 하였다. 이후 

EDCs 노출저감행동에 대해 강의식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대상자들이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EDCs 노출저

감행동 실천 List를 작성하도록 한 후 발표하도록 하였다. 

4주차는 “EDCs 노출저감행동을 위한 다짐하기”를 주

제로 진행하였다. 동의를 구한 후 프로그램 진행 중 촬영한 

활동 사진과 활동 자료들로 제작된 동영상을 시청하였고, 

그 이후 EDCs 노출저감행동 프로그램 참여 경험과 면생리

대 사용경험에 대해 공유하였으며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실시하였다. 질의 응답을 실시한 후 앞으로 매주 

8주 동안 모바일 중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모바일 단톡방을 

개설하였다.

5주차에서 12주차까지는 매주 토요일 오후 모바일 단톡

방을 통해 EDCs관련 제품, 영향과 관련된 2–5분 정도의 동

영상을 제공하였고, EDCs 노출저감행동 실천 List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였다. 공유 후에는 단톡방을 통해 격려를 시

행하였으며, 지난 한 주간의 EDCs 노출저감행동 실천의 어

려운 점, 궁금한 점에 대해 집단상담을 실시하였다. 

4. 자료 수집 방법

이 연구는 2020년 2월 1일부터 4월 18일까지 진행되었

다. 연구 시작 전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들에게 동의서 

작성 후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월경관련 특성과 EDCs

에 대한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지각된 자기효능감, 

EDCs 노출저감행동, 월경통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

다. 설문조사 결과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보조원이 

설문지를 배부, 수거하였다. 프로그램 시작 이후 연구보조

원이 중재 4주차에 사후조사 1을 실시하였고, 중재 8주차

와 중재 12주차에 사후조사 2와 사후조사 3은 COVID-19

로 인해 모두 모바일로 배부, 수거하였다.

5. 연구 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한 EDCs에 대한 지각된 유익성, 지각

된 장애성, 지각된 자기효능감, EDCs 노출저감행동 측정도

구는 원 개발자와 수정, 보완한 도구의 개발자 모두에게 사

용 승인을 받았고, 이 연구자가 수정, 보완한 도구는 전문가

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아 사용하였다.

1) 지각된 유익성

Moon (1990)이 개발한 총 11문항으로 구성된 지각된 

유익성 도구를 본 연구자가 EDCs 노출저감행동에 대한 지

각된 유익성으로 문항의 내용을 수정한 도구로 측정한 점

수를 말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지각된 유익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

뢰도 Cronbach’s α는 0.71이었고, 이 연구에서 Cronbach 

α는 0.77이었다.

2) 지각된 장애성

Kim 등(1991)이 개발한 총 6문항으로 구성된 지각된 

장애성 도구를 Um과 Jun (2018)이 EDCs 노출저감행동

에 대한 지각된 장애성으로 문항의 내용을 수정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

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지각된 장애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Um과 Jun 

(201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는 0.84, 이 

연구에서 Cronbach α는 0.79이었다.

3) 지각된 자기효능감

Sherer 등(1982)이 개발한 총 17문항으로 구성된 지

각된 자기효능감 도구(The Self-efficacy Scale)를 Kim

과 Lee (2008)가 번안하고 본 연구자가 EDCs 노출저감

행동에 대한 지각된 자기효능감으로 문항의 내용을 수정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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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

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는 0.86이었고, Kim과 

Lee (2008)의 연구에서는 0.86, 이 연구에서 Cronbach α

는 0.93이었다.

4) EDCs 노출저감행동 

Kim과 Kim (2009)이 개발한 총 23문항의 EDCs 노출

저감행동 도구를 본 연구자가 문헌고찰을 통해 12문항을 

추가하여 수정, 보완하고 간호학 교수 1인과 환경독성학 교

수 1인에게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은 총 35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모든 문항은 CVI 

0.80 이상으로 나타났고, 전체 문항의 평균 CVI는 0.92로 

나타나 내용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

었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EDCs 노출저감행동을 많이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는 

0.83이었고, 이 연구에서 Cronbach α는 0.75이었다.

5) 월경통

월경통은 평소 대상자가 월경시작 첫째 날 느끼는 복부

의 통증 정도를 0 (통증 없음)과 10 (통증 심함)만 쓰여진 

10-cm Visual Analogue Scale 척도에 표시하라고 하여 

설문지 작성 후 자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유의수준 α를 0.05로 설정하여 IBM SPSS 

Statistics ver. 22.0 (IBM Co., Armonk, NY, USA)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월경관련 특성은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연구변수들의 정

규성 검증은 Shapiro-Wilk 방법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

반적 특성과 월경관련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은 χ2-test, 

Fisher exact test,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프

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집단과 시간의 교호작용

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Repeated 

Measure analysis of variance, Paired t-test를 이용하

여 분석하였고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으

로 분석하였다.

7. 윤리적 고려

이 연구는 경상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GIRB-A19-Y-0085)을 받았다.  연구대상자 모집문건

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였고,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밝힌 대

상자를 상대로 하였다. 연구 시작 전 연구 설명문을 통해 연

구의 목적과 절차, 연구 참여 도중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철

회할 수 있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고, 동의를 구한 후 동

의서를 작성한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는 개

별화된 ID번호를 부여하여 본 연구자가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따로 보관하였으며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하였

고, 비밀과 익명성을 보장하였다.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및 월경관련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

일반적인 특성으로 연령, 교육 정도, 직업, EDCs 인지 

유무, 관련 교육 경험 유무, 관련 교육의 필요성 유무를 조

사하였으며 월경관련 특성으로 초경연령, 월경규칙성, 월

경량, 월경 중 진통제 복용 유무를 조사하였다. 일반적인 특

성과 월경관련 특성은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

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2. 연구 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

연구 변수인 EDCs에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지

각된 자기효능감, EDCs 노출저감행동, 월경통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정 결과, 모든 변수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은 동질한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3).

3. EDCs 노출저감행동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EDCs 노출저감행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경

우 지각된 유익성이 7.16±4.69점 증가한 반면, 대조군은 

0.44±6.90점 증가하였으며 두 군 간, 시점 간에 유의한 교

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0.15, p<0.001). 지

각된 장애성은 실험군의 경우 4.72±3.62점 감소한 반면, 

대조군은 0.33±3.86점 감소하였으며 두 군 간, 시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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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의한 교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9.34, p< 

0.001). 지각된 자기효능감은 실험군의 경우 12.77±9.62

점 증가한 반면, 대조군은 3.38±6.18점 증가하였으며 두 

군 간, 시점 간에 유의한 교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6.86, p<0.001). EDCs 노출저감행동은 실험군의 경

우 39.44±16.91점 증가한 반면, 대조군은 1.27±18.61점 

감소하였으며 두 군 간, 시점 간에 유의한 교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6.86, p<0.001). 월경통은 실험군의 

경우 2.61±2.03점 감소한 반면, 대조군은 0.18±1.92점 

증가하였으며 두 군 간, 시점 간에 유의한 교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9.25, p<0.001) (Table 4).

고     찰

이 연구는 Pender의 건강증진모형과 선행연구에 근거

하여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EDCs 노출저감행동 프로그램

을 개발 및 적용한 후 그 효과를 분석한 연구이다. 이 연구

는 EDCs 노출저감행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확

Table 2. Homogeneity test of general and menstrual-related characteristics (N=36)

Characteristic Sum (n=36) Exp. (n=18) Cont. (n=18) χ2/t p-value

General characteristic

  Age (yr) 26.19±4.53 25.22±4.25 27.17±4.71 15.48 0.063

    20–29 32 (88.9) 17 (94.4) 15 (83.3) - 0.603

    30–39 4 (11.1) 1 (5.6) 3 (16.7)

  Educational level† 4.90 0.052

    Below university 14 (38.9) 10 (55.6) 4 (22.2)

    University graduation 20 (55.6) 8 (44.4) 12 (66.7)

    Graduate degree or higher 2 (5.6) 0 (0) 2 (11.1)

  Occupation† 3.13 0.231

    Student 15 (41.7) 10 (55.6) 5 (27.8)

    Office worker 19 (52.8) 7 (38.8) 12 (66.7)

    Others 2 (5.6) 1 (5.6) 1 (5.6)

  Recognition of exposure to EDCs 0.11 >0.999

    Yes 17 (47.2) 9 (50) 8 (44.4)

    No 19 (52.8) 9 (50) 10 (55.6)

  EDCs related educational experience† - 0.603

    Yes 4 (11.1) 1 (5.6) 3 (16.7)

    No 32 (88.9) 17 (94.4) 15 (83.3)

  Recognizing the need for education related to EDCs† - 0.229

    Yes 33 (91.7) 18 (100) 15 (83.3)

    No 3 (8.3) 0 (0) 3 (16.7)

  Menstrual-related characteristics

    Menarche age (yr) 12±1.06 12±0.90 12±1.23 2.96 0.622

  Regularity of menstruation 0.50 0.725

    Regular 24 (66.7) 13 (72.2) 11 (61.1)

    Irregular 12 (33.3) 5 (27.8) 7 (38.9)

  Amount of menstruation† 1.33 0.658

    Light  1 (2.8) 0 (0) 1 (5.6)

    Normal 30 (83.3) 16 (88.9) 14 (77.8)

    Heavy 5 (13.9) 2 (11.1) 3 (16.7)

  Taking painkillers during menstruation† 3.06 0.164

    Yes 23 (63.9) 14 (77.8) 9 (50)

    No 13 (36.1) 4 (22.2) 9 (5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EDCs,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Fisher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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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EDCs 노출저감행

동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 프로그램의 효

과를 선행연구와 직접 비교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 EDCs 노출저감행동 프로그램 적용 후 실

험군의 지각된 유익성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

였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Pender의 건강증진 모형을 적용

하여 지각된 유익성의 증진 효과를 보고한 선행연구(Je & 

Choi, 2016)에서 적용한 증진전략을 바탕으로 EDCs 노출

저감행동이 월경통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는 중재 전략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EDCs 

노출저감행동이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을 지각하도록 하였

으며 대상자들의 지각된 유익성을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으

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실험군의 EDCs에 대한 지각된 장애성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선행연구(Lee & 

Eun, 2016)에서 적용한 증진전략을 바탕으로 조별활동을 

통해 EDCs 노출저감행동 실천에 대해 타인도 어려움을 느

끼고 있음을 표현하여 감정을 공유하며 극복하라 수 있도

록 하였다. 또한 개인이 실천 가능한 EDCs 노출저감행동 

실천 List를 스스로 작성하도록 하였고, 지속적인 실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EDCs 노출저감행동 실천 List를 

매주 매주 집단상담을 통해 공유하고, 격려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중재 전략이 EDCs에 대한 지각된 장애성을 감소

시키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실험군의 지각된 자기효능감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

게 증가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선행연구(Je & Choi, 

2016)에서 적용한 증진전략을 바탕으로 개별활동을 통해 

EDCs관련 나의 생활습관을 살펴보도록 한 후 긍정적인 피

Table 3. Homogeneity test of study variables (N=36)

Variable Exp. (n=18) Cont. (n=18) t p-value

Perceived benefits 42.83±3.16 40.50±4.85 1.70 0.098

Perceived barriers 14.11±3.72 16.16±4.11 -1.57 0.126

Perceived self-efficacy 57.50±11.00 52.16±10.06 1.51 0.138

Behavior for reducing exposure to EDCs 109.94±11.20 102.50±10.93 2.01 0.052

Dysmenorrhea 5.72±1.21 4.86±2.03 1.53 0.13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EDCs,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Table 4. Effects of intervention on perceived benefits, perceived barriers, perceived self-efficacy, behavior for reducing exposure to EDCs, 
dysmenorrhea (N=36)

Variable Group Pre Post 1 Post 2 Post 3 Source F p-value

Perceived benefits Exp. (n=18) 42.83±3.16 49.44±4.03 50.50±4.55 50.00±5.19 G 36.80 <0.001

Cont. (n=18) 40.50±4.85 41.33±5.17 39.88±5.17 40.94±5.39 T 10.60 <0.001

G*T 10.15 <0.001

Perceived barriers Exp. (n=18) 14.11±3.72 10.50±3.11 10.16±2.85 9.38±3.51 G 23.15 <0.001

Cont. (n=18) 16.16±4.11 15.94±5.19 17.22±3.96 15.83±3.27 T 8.71 <0.001

G*T 9.34 <0.001

Perceived self- Exp. (n=18) 57.50±11.00 66.66±10.34 69.00±10.04 70.27±11.96 G 15.37 <0.001

 efficacy Cont. (n=18) 52.16±10.06 52.83±10.56 53.61±10.19 55.55±9.76 T 15.17 <0.001

G*T 6.86 <0.001

Reduction behavior Exp. (n=18) 109.94±11.20 104.66±16.51 75.77±13.03 70.50±12.71 G 16.71 <0.001

 to exposure EDCs Cont. (n=18) 102.50±10.93 104.44±9.46 103.05±11.25 103.77±18.94 T 31.82 <0.001

G*T 32.37 <0.001

Dysmenorrhea Exp. (n=18) 5.72±1.21 4.81±1.38 4.05±1.54 3.11±1.97 G 1.47 0.234

Cont. (n=18) 4.86±2.03 4.94±1.56 5.00±1.82 5.05±1.67 T 6.98 0.001

G*T 9.25 <0.00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EDCs,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Pre, before the program; Post 1, immediately after the program; Post 2, 4 weeks after the program; 

Post 3, 8 weeks after the program; Cont., control group; Exp., experimental group; G, group; 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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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백을 제공하였고, 실천 가능한 EDCs 노출저감행동 실천 

List를 작성하도록 하는 중재를 제공하였다. 또한 대상자들

이 프로그램 참여경험을 공유하면서 지속적인 실천으로 성

공적인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였으며 위의 중재가 지

각된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으

로 생각된다.

실험군의 EDCs 노출저감행동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

게 증가하였다. EDCs관련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EDCs 노

출저감행동의 효과를 보고한 국내외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EDCs관련 멀티미

디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An et 

al., 2008)와 Pender의 건강증진 모형을 적용하여 건강증

진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고한 선행연구(Je & Choi, 2016; 

Lee & Eun, 2016)를 바탕으로 중재 전략을 적용한 것이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키고, 지각된 

장애성을 감소시켜 EDCs 노출저감행동을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연구 결과에

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프로그램 종료 후 EDCs 노출저감

행동 문항을 분석한 결과, 실험군은 드라이클리닝 한 옷은 

충분히 환기시킨 후 입으며, 세제 사용과 음식을 담는 플라

스틱의 사용을 줄이는 행동 등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플라스틱 통에 담긴 시판

용 생수를 자주 마시지 않거나, 농약이 많이 묻은 수입 과일

을 즐겨 먹지 않는 행동 등은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대조군

과 비교해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들이 잘 실천하지 않고 있는 

EDCs 노출저감행동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구상된 후

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실험군의 월경통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

다. 결과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EDCs 노출저감행동 프

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진통제 복용 횟수를 통제하기 위

해 월경 기간 동안의 진통제 복용 횟수를 분석하였으나 실

험군과 대조군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진통

제 복용으로 인한 월경통 감소 효과는 배제되었다. 이 연구

에서는 실험군의 월경통이 중재 전에 비해 4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대학생을 대상으

로 이압요법과 이혈요법 등의 중재를 적용하여 월경통 감

소 효과를 보고한 선행연구(Ro et al., 2013) 결과와 유사

했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자궁으로 가는 혈액순

환을 증가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한 증상 완화 측면

의 간호중재를 적용한 반면(Ro et al., 2013) 이 연구는 자

궁내막증과 같은 자궁내막의 비정상 상태를 유발하여 월경

통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EDCs의 노출(Choi, 2019; 

Song et al., 2017; Smarr et al., 2016)을 감소시키는 개

인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여 월경통 완화의 결과를 유도해 

냈다는 것이 선행연구와는 차별화된 의의라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EDCs 노출저감행동 프로그램은 미혼 여성

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면대면 중재와 모바일 중재를 제공

하여 EDCs에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자기효능감을 증가시

키고, 지각된 장애성을 감소시켜 EDCs 노출저감행동을 증

가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 또한 EDCs 노출저감행동의 증

가는 월경통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므로 추후 EDCs 노출저감행동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미혼

여성의 월경통 완화를 포함한 여성의 생식기 건강증진을 

위한 중재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생식연령의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내분비계 

장애물질 노출저감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중재 종료 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효과

의 지속 여부는 측정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으며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대상자 확대와 무작위 표본 추출을 

통한 반복연구, EDCs 노출저감행동 실천 후 생물학적 모니

터링(biological monitoring)을 통해 체내 EDCs (비스페

놀, 프탈레이트, 노닐페놀 등)의 감소 효과를 분석하는 검

정연구 그리고 EDCs 노출저감행동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경험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추후 프로그램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규명하기 위해 질적 연구의 시도를 제

언한다.

결     론

이 연구는 Pender의 건강증진행동 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EDCs 노출저감행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이

를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적용하였다. 이 연구 결과, EDCs 

노출저감행동 프로그램은 미혼여성의 EDCs에 지각된 유

익성, 지각된 자기효능감과 EDCs 노출저감행동을 증진시

키고 지각된 장애성과 월경통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EDCs 노출저감행동 프로그램을 미혼여성의 

EDCs 노출저감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간호중재 방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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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최소영. 미혼여성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노출저감행동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로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대상자

의 행동변화를 유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미혼여성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EDCs 노출을 예

방하기 위한 중재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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