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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한국 여성에서 다회용생리대의 월경통 및 피부불편감 감소 효과

The Effectiveness of Semipermanent Sanitary Pad on Dysmenorrhea & Skin 

Irritation in Korean Women



<영문요약>

1) Background : Many women undergo dysmenorrhea and complain of a sanitary 

pad related skin irritation. Hereupon further research needs to be done that about 

the effect of using semipermanent sanitary pad(SPSP) known as reducing the 

above-mentioned symptoms by empirical.

2) Methods : The survey inquired of women have used SPSP about the difference 

of dysmenorrhea, skin irritation and etc which compares the disposable sanitary 

pad using period with SPSP using period by NRS(numerical rating scales) method. 

Also it asked about the number of the pain-killer pills used in each periods, an 

access route to using SPSP, the reason of using, satisfaction level and irritation 

level. That research was carried out on internet sites interchange information 

about spss and protected personal information thoroughly.

3) Results : The survey participants answered the dysmenorrhea fell of 4.99 to 

3.05 when exchange disposable sanitary pad to SPSP and the skin irritation fell of 

5.93 to 1.34, it had a statistical significance(p<0.001).

4) Conclusion : This research is the first one shows the dysmenorrhea and skin 

irritation can be reduced by using SPSP, even though the survey was conducted 

by aiming at only the women who are using SPSP now, it implies medical doctors 

deserve consideration to SPSP to reduce the dysmenorrhea and the contact 

dematitis caused by sanitary pad. 

<중심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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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월경은 대부분의 여성이 경험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나, 많은 여성들이 원치 않

게 월경통(dysmenorrhea)을 겪으며1), 이로 인해 결석이나 결근을 하는2) 등 사회적 비용

이 발생하게 된다. 월경통은 프로스타글란딘(prostaglandin)3)에 의해 자궁혈관이 수축이 

일어남으로써 자궁평활근이 과도하게 긴장하여 허혈 상태가 초래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된다4).

월경통의 유병률은 연구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보고되는데, 대상자와 월경통의 정의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5). 2007년 우리나라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에서도 86.7%

의 학생이 월경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6), 스웨덴 여성의 코호트 연구에서는 

19세 여성에서 90%, 24세 여성에서 67%의 유병률로 월경통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7), 

유병률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월경통을 겪는 여성들은 월경 첫날에 통증이 가장 심하다고 하였고8), 10~20%의 여성들은 

일상생활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증상이9) 있다고 하였지만,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는 

여성은 한국 성인 여성 중 31.5%에 그쳤으며5), 진통제 부작용으로 인해 대체 의학과 보완 

치료를 찾는 여성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월경통을 줄이기 위해 진통제 이외에도 온열요법11), 마사지, 아로마테라피, 쑥좌훈12) 등 많

은 방법들이 제시되어 왔으며, 이른바 대안생리대로 알려져 있는 다회용 면생리대를 사용하

는 여성들의 월경통 감소 경험들이13)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대안생리대를 사용하는 여성들

이 화학생리대를 사용하는 여성들에 비해 통증 점수를 유의하게 낮게 보고하였다는 한국의 

연구 결과14)도 이런 경험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대안생리대인 다회용 면생리대 사용으

로 인해 월경통이 감소되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평가는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

월경통 이외에도 생리대 사용과 관련하여 여성들이 불편감을 호소하는 부분은, 사타구니와 

외음부 피부의 짓무름증과 가려움증인데, 생리대 사용과 연관되어 있는 외음부 자극증 및 

접촉성 피부염에 대해서는 캐나다, 호주와 일본 등에서 여러 케이스들이 보고되었다.

몬트리올 부인과 개원가에서 1991년 9월부터 4년 동안 28명의 여성들에서 월경 시작 후 

1일부터 5일 사이에 발생하는 외음부의 가려움이나 화끈거리는 증상을 보고하였으며, 이러

한 반복적인 외음부염이나 만성 질염이 생리대와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15). 2010

년 일본에서도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브랜드의 일회용생리대를 쓰더라도 생리주기 2~4일

째에는 항상 가려움증, 발진, 붉어짐 등 외음부 피부염의 증상을 보였던 여성들에 대한 보

고가 있었다. 특히 이 여성들은 해당 생리대에 들어가는 첨가물들에 대한 피부과 테스트에

서는 특이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 실제 생리대를 착용하는 젖은 환경에서는 외부 자극 물질



에 대한 피부 반응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였다16). 호주에서도 일회용생리

대에 보존제 및 항균제로 사용하는 methyldibromo glutaronitrile(MDBGN)이라는 물질에 

대해 접촉성 피부염이 외음부에 발생한 사례가 보고되었다17).

한국에서도 다회용 면생리대를 사용하는 여성들이 피부 짓무름증이 호전되었다는 경험을 얘

기하고 있지만18), 이러한 경험을 뒷받침할만한 다회용 면생리대의 피부불편감 개선 효과에 

대한 연구는 전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이뤄진 적이 없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다회용생리대를 

사용하는 한국 여성들의 경험에 대해 알아보고 월경통 및 피부불편감 감소 효과를 조사하는 

것은, 향후 다회용생리대에 대한 다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도 선행되어야 할 연구라고 

하겠다.

본 연구는 다회용 생리대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한국 여성에서, 다회용생리대 사용 경험

에 대하여 조사하고, 다회용생리대가 월경통 및 피부불편감 감소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자 하는 연구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다회용생리대를 사용하는 여성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다회용생리대 사용 경험에 대하여 알아

본다. 다회용생리대를 접하게 된 경로, 사용하게 된 이유, 일회용생리대 대비 다회용생리대 

사용비율, 사용해 온 총 기간, 다회용생리대 사용 시의 불편감 등을 파악한다. 그리고 일회

용생리대 사용 시기와 다회용생리대 사용 시기에 각각 느끼는 월경통, 피부불편감의 정도를 

파악하여 비교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한국 여성들이 다회용생리대 사용 경험에 대하여 파악하고, 다회용생리대 사용이 

월경통 및 피부불편감 감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만 20세에서 만 50세까지의, 다회용생리대(면생리대)를 사용해 본 경

험이 있는 초경 이후 폐경 이전의 한국 여성들로, 인터넷으로 진행하는 설문조사에 응할 수 

있는 정도의 지적 능력이 있는 여성들로 하였다.

다회용생리대 사용 경험이 있는 여성들을 표집하여 설문조사에 참가하도록 하기 위해, 다회

용생리대 만드는 방법이나 구입처 등의 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 사이트 5곳을 선정하여 각 

게시판에서 인터넷 설문조사로 접속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 자발적으로 설문조사에 응하

도록 하였다.

총 인터넷 설문참여자 62명 중, 다회용생리대 사용 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은 2부를 제외

한 60부를 분석하였다.

3. 윤리적 고려

생리대 사용 경험에 대한 연구라는 민감한 연구 주제의 성격을 고려하여, 인터넷 설문조사

는 Google에서 제공하는 Google docs form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이 설문조사툴은 응

답하는 사람이 로그인을 할 필요가 없으며 응답 내용 이외의 정보(IP 주소, 아이디 등)를 

전혀 남기지 않으므로, 연구대상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식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연구

를 위해 수집된 정보는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질 것이고, 어떠한 개인 정보도 유출

되지 않을 것임을 설문조사 머릿글에 명시하였고, 자발적인 설문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연구

를 진행하였다. 또한 이 연구의 계획과 실행에 있어서 2008년 제59차 세계의사회 (WMA) 

서울총회에서 개정된 가장 최신의 헬싱키 선언을 준수하였다.

4. 용어의 통일

본 연구에 앞서 우선 용어를 통일하였다. 기존의 기사와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일회용생리대



를 화학생리대, 일반생리대(conventional) 등으로 표현하였고, 다회용 면생리대를 천연생리

대(natural), 대안생리대(alternative), 친환경생리대(eco-friendly) 등으로 표현하였다. 이

들 용어는 지금 사회에서 다회용 면생리대를 표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

이기는 하나, 용어 자체에서 "대안", "친환경" 등을 언급함으로써 다회용 면생리대가 "더 건

강하다"는 선입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일회용생리대를 "

일회용생리대(disposable sanitary pad)", 빨아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washable) 만들

어진 면생리대를 "다회용생리대(semipermanent sanitary pad)"로 통일하여, 용어 선택의 

중립성을 기하였다.

5. 연구 도구

본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지를 새롭게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설문 문항으로는 연구대상자들

의 일반적인 특성을 묻는 질문과 함께 다회용생리대 사용 경험에 대하여 묻는 질문들이 포

함되었다. 이 질문들은 "대안생리대, 천연생리대" 등으로 기사 및 인터넷 블로그 글들을 검

색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는 여성들이 주로 얘기하는 다회용생리대를 접하게 된 경로, 사용

하게 된 이유를 파악한 후 만들어졌으며, 가정의학과 교수 1인과 다회용생리대 전문 활동가 

2인의 감수를 받았다.

일회용생리대 사용 시기와 다회용생리대 사용 시기에 각각 느끼는 월경통, 피부불편감의 정

도를 파악하기 위해, NRS(Numerical Rating Scale) 방식의 설문을 구상하였다. 월경통이 

전혀 없을 때 0점, 상상할 수 있는 최대로 심한 통증일 때 10점을 주도록 하였고, 피부불편

감에 대해서도 전혀 없을 때 0점,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심한 짓무름증, 가려움증에서 10점

을 주도록 하여, 대상자가 직접 점수를 매기도록 하였고 소수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월경통 감소 효과에 대해서는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한 생리주기 당 

복용하는 진통제의 개수와 종류를 일회용생리대, 다회용생리대 사용시기에 각각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6. 자료 수집 기간 및 방법

다회용생리대에 대한 정보가 교류되는 인터넷 사이트 5곳을 통해 인터넷 설문조사로 넘어

갈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 연구대상자를 모았다. 예비조사는 2011년 7월 4일부터 7월 8일

까지 총 10명에게 서면으로 실시하였고, 가정의학과 교수 1인 및 통계학 교수 1인에게 자

문을 받아 설문지를 일부 수정, 보완한 후 최종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본조사는 2011년 7

월 18일부터 8월 8일까지 3주 동안 실시하였다.



7.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5.0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를 구하였고 빈도분석을 시행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다회용생리대에 대한 경험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회용생리대 사용 이유, 

접한 경로 등에 대해 실수와 백분율을 이용한 빈도분석을 시행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다회용생리대 사용 시기와 일회용생리대 사용 시기의 월경통 정도, 피부불

편감 정도, 진통제 복용개수 등을 숫자로 표시하도록 하여 각각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

하는 한편, 각 사용 시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보기 위해 모수적으로는 Paired 

samples t-test를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각 변수들이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기에, 각 시기 간의 월경통, 피부불편감, 진통제 복용개수의 차이를 대응표본 Wilcoxon 

서명된 순위검정을 통하여 비모수적인 방식으로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요인으로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30.9(±6.1)세였으며, 키는 평균 

161.7(±5.0)cm, 몸무게는 평균 57.2(±9.3)kg이었다. 대상자의 학력은 전문대학/대학교 

졸업자 이상이 60명 중 59명이었다. 60명 중 45명이 직업이 있고, 15명은 주부나 학생 등 

직업이 없었고,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회사원 14명(23.3%),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2

명(20.0%), 교사 6명(10.0%), 의료기관 종사자 5명(8.3%) 등이었다.

음주량은 주당 평균 3.3(±3.8)잔이었고, 운동량은 20분 이상 연속으로 운동한 횟수가 주

당 평균 1.9(±1.9)회였다. 흡연은 비흡연자 23명(38.3%), 과거흡연자 22명(36.7%), 비

흡연자 15명(25.0%)였고, 채식주의자는 세미(semi, 닭), 페스코(pesco, 해산물), 락토오보

(lacto-ovo, 계란), 락토(lacto, 우유), 비건(vegan, 완전채식)을 합하여 18명(30.0%)이었

다. 

부인과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17명(28.3%)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진단

받은 부인과 질환의 구체적인 질병명으로는 질염(12명), 난소종양(3명), 자궁내막증(3명), 

자궁근종(2명) 등으로 대답하였다.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매우 좋다와 대체로 좋다

고 대답한 사람이 41명으로 전체의 68.3%에 달하였다. 매우 안 좋다고 대답한 사람은 아

무도 없었으며, 대체로 안 좋다고 답한 사람이 1명이었다.

2. 대상자의 다회용생리대 사용 경험

다회용생리대를 어떻게 접하게 되었냐는 질문에는 가족이나 지인 등 이미 다회용생리대를 

사용해 본 사람으로부터 직접 그 효과에 대해 소개를 받고 사용하게 된 경우가 24명

(40.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많았던 경로는 여성단체나 환경단체의 행사, 특

히 면생리대를 직접 만들어 보는 행사를 통해서였다.

다회용생리대를 사용하는 이유로는, 22명(36.7%)의 연구대상자들이 지구 환경을 위해(일

회용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라고 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17명(28.3%)이 일회용생리대

로 인한 피부 가려움증/짓무름증 때문이라고 대답하였고, 월경통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들

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이들은 12명(20%), 비용 절감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연구대상자들의 한 생리주기 동안 다회용생리대를 사용하는 비율은 평균 70.4%였는데, 

100% 다회용생리대를 사용하는 사람에서부터 20% 정도만 다회용생리대를 사용하는 사람



까지 다양하게 존재하였고, 다회용생리대 사용 비율이 낮은 대상자는 다회용생리대를 집에

서만 사용하거나, 월경 시작과 끝 시기 등 생리양이 적은 시기에만 주로 사용하기 때문이라

고 응답하였다.

다회용생리대의 불편한 점으로는 빨아서 쓰는 것이 불편하다는 응답이 40명(66.7%), 공중

화장실에서 뒤처리가 곤란하다는 응답이 11명(18.3%), 샐까봐 불안하다는 응답이 6명

(10.0%)였다. 불편한 점이 없다거나, 생리대 사용 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하다는 응

답도 있었다.

3. 다회용생리대 사용 전후의 월경통과 피부불편감 비교(Table 3)

일회용생리대를 사용할 때의 월경통은 4.99점이었으나, 다회용생리대를 사용할 때의 월경통

은 3.05점으로, 평균 1.94점(±2.25)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01). 진통제의 종류는 일회용과 다회용생리대를 사용할 때 큰 변화가 없었으며, 진

통제 복용개수도 1.89개에서 1.15개로 한 생리주기 당 0.74개(±1.41) 줄어든 것으로 나

왔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피부불편감에 대해서도, 일회용생리대를 사용할 때 5.93점에서 다회용생리대를 사용할 때 

1.34점으로 평균 4.59점(±2.29)이 감소되는 결과가 나왔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01). 

대응표본 Wilcoxon 서명된 순위검정을 통하여 비모수적인 방식으로도 비교하였을 때도, 월

경통 및 피부불편감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Data not shown).



<고찰>

저자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본 연구는 한국 여성에서 다회용생리대 사용 경험과 다회용생리

대 사용 전후의 월경통과 피부불편감 변화에 대해 연구한 최초의 연구이며, 다회용생리대 

사용으로 생리대 연관성 접촉피부염 등의 피부불편감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증명한 세계적

으로도 최초의 연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회용생리대의 사용이 월경통 및 피부불편감의 감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 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여성들에서 일회용생리대 및 다회용생리대 사용시기에 따른 월경

통 정도, 피부불편감 정도를 파악하였는데, 일회용생리대에서 다회용생리대로 바꾸면서 월

경통, 각 주기 당 진통제 복용개수 등이 모두 유의하게 개선되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

히 피부불편감은 5.93점에서 1.34점으로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개선은 연

구대상자의 연령이나 흡연, 음주, 운동량, 식이습관, 부인과 질환 유무, 다회용생리대의 총 

사용기간이나 사용하는 비율에 따라서도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월경통 및 피부불편감 개선 효과는 다회용생리대 사용자들에게는 이미 잘 알려진 효

과이나13),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월경통 감소를 위해 다회용생리대를 선택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다회용생리대를 사용하는 이유로써 가장 많이 응답하였던 항목은 지구 환경을 위해

(일회용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라는 항목이었으며 60명의 대상자 중 22명(36.7%)이 응

답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대안생리대(다회용생리대)를 선택하는 여성은 에코페미니즘의 관

점에서 자신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Lee & Kwon 

(2002)20)의 연구나 일회용생리대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생태적 관점이 대안생리대

(다회용생리대) 담론의 근간이 되고 있다는 Kim(2011)의 결론14)과도 맞닿는 부분이다.

다회용생리대를 사용하는 이유로, 17명(28.3%)이 일회용생리대로 인한 피부 가려움증/짓무

름증 때문이라고 대답하였고, 월경통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이

들은 12명(20%)이었다. 즉, 다회용생리대를 사용하는 많은 여성들이 월경통이나 피부불편

감 감소의 효과를 위해 다회용생리대를 선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술했던 것과 같

은 월경통 및 피부불편감 감소의 효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다회용생리대를 사용하는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던 조사연구로, 다

회용생리대로 월경통 및 피부불편감 감소의 효과를 느꼈던 이들, 즉 다회용생리대에 호의적

인 평가가 가능한 여성들이 선택적으로 연구대상으로 표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월경

통이 일반적으로 연령 증가와 함께 줄어든다5),14)는 점을 생각할 때, 일회용생리대를 사용할 

때 월경통이 심했던 여성이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통증이 줄어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것

이나, 본 연구에서는 연령 변수를 보정하지는 않았으므로 시간 경과에 따라 월경통이 줄어

든 부분이 다회용생리대의 효과처럼 드러났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다회용생리대와 일회용생리대를 사용하고 있는 서로 다른 여성들에서 각각 월경통의 

정도를 단면적으로 조사한 Kim(2011)14)의 연구에서 면생리대(다회용생리대)를 사용하는 

여성들의 VAS 통증 점수가 2.71점으로 화학생리대(일회용생리대)를 사용하는 여성들의 통

증 점수 3.92점보다 낮게 나타났던 점을 볼 때, 다회용생리대의 월경통 감소 효과가 선택적 

표집이나 연령 변수에 대해 보정을 하지 않은 결과로만 나타났다고는 볼 수는 없겠다.

이러한 시각에서 향후 설문조사가 아닌 임상 시험의 방식으로 다회용생리대의 월경통 및 피

부불편감 감소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다회용생리대를 사용

하는 여성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14)을 감안할 때, 연구대상자의 수를 늘이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월경통과 피부불편감 감소의 효과는 심한 증상을 느끼는 여성

들에게 다회용생리대를 의료중재의 하나로 권유할만한 근거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본 연

구에서 많은 응답자들이 사용해 본 사람에게서 직접 소개받아 다회용생리대를 사용하게 되

었다(24명)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점을 감안할 때, 월경통 및 피부불편감 감소의 효과에 

대하여 대중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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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요약>

1) 연구배경 : 많은 여성들이 월경통을 겪고 있고, 생리대 사용과 관련된 피부불편감을 호

소하고 있다. 이에 경험적으로 상기의 증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다회용생리

대의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 방법 : 다회용생리대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에게, 일회용생리대 사용 시기와 다회

용생리대 사용 시기에 월경통, 피부불편감 등에 대하여 NRS(0~10) 방식으로 사용하여 비

교하여 묻는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또한 각 시기에 복용했던 진통제의 개수도 물어보았으

며, 다회용생리대 사용과 관련된 접근경로, 사용이유, 만족도, 불편감 등의 경험을 물어보았

다. 설문조사는 다회용생리대에 대한 정보가 교류되는 인터넷 사이트를 선정하여 실시하였

고, 개인신상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였다.

3) 결과 : 연구대상자로 참여한 여성들은 일회용생리대에서 다회용생리대로 바꾸자 월경통

이 4.99점에서 3.05점으로, 피부불편감이 5.93점에서 1.34점으로 감소하였다고 답하였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4) 결론 : 본 연구는 다회용생리대 사용으로 인하여 월경통 및 피부불편감이 감소될 수 있

음을 보여준 첫 연구로서, 현재 다회용생리대를 사용하고 있는 여성들에서 조사를 시행하였

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월경통 및 생리대로 인해 발생하는 접촉성 피부염의 감소를 위해 

의료인들이 다회용생리대를 제안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중심 단어>

월경통, 생리대, 다회용생리대, 일회용생리대, 천연생리대, 대안생리대, 면생리대, 피부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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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Study Variables (N=60).

Mean SD

Age in years 30.9 6.1

Height (cm) 161.7 5.0

Weight (kg) 57.2 9.3

Alcohol consumption (drinks/week) 3.3 3.8

Exercise (how many times/wk) 1.9 1.9

Frequency Percent(%)

Education High school or low 1 1.7

College or Higher 59 98.3

Dietary

preference

Non-vegetarian 42 70.0

Semi or Pesco-vegetarian 14 23.3

Lacto or lacto-ovo-vegetarian 3 5.0

Vegan 1 1.7

Smoking status Non-smoker 23 38.3

Ex-smoker 22 36.7

Current smoker 15 25.0

Gynecologic

disease

Yes 17 28.3

No 42 71.7

Health status

(subjective)

Extremely good 10 16.7

Good 31 51.7

So so 18 30.0

Bad 1 1.7

Extremely bad 0 0.0

Table 1. Mean, standard deviation, frequency analysis 
 



Table 2. User Experiences of Semipermanent Sanitary pad(SPSP*).

Mean SD

Proportion of SPSP usage during the period (%) 70.4 27.4

Duration of usage (month) 48.9 36.8

Frequency Percent

Satisfaction to SPSP extremely satisfied 24 40.0

partially satisfied 32 53.3

so so 3 5.0

not satisfied 1 1.7

never satisfied 0 0.0

Access Route to SPSP Family & Friends 24 40.0

NGO (Women/Eco) 20 33.3

Press/Media/Advertisement 15 25.0

Others 1 1.7

Reason to Use SPSP to reduce waste 22 36.7

to prevent skin irritation 17 28.3

to reduce dysmenorrhea 12 20.0

to save money 4 6.7

Others 5 8.3

Discomfort of SPSP washing 40 66.7

cleaning up at public restroom 11 18.3

in fear of leakage 6 10.0

Others 3 5.0

Table 2. Mean, standard deviation, frequency analysis 
*SPSP : Semipermanent sanitary pad (alternative, cotton, washable)



Table 3. Dysmenorrhea & Skin irritation Before and After Using SPSP

Before After Difference
(Mean)

Standard 
Deviation t df Sig.

(2-tailed)

Dysmenorrhea

(NRS: range 0-10)
4.99 3.05 1.94 2.25 6.696 59 .000

Number of pain-killer 

taken during 

a single menstrual period 

1.89 1.15 0.74 1.41 4.062 59 .000

Skin irritation

(NRS: range 0-10)
5.93 1.34 4.59 2.29 15.507 59 .000

Table 3. Paired samples t-te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