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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월경통은 월경 및 월경 전후에 나타나는 小腹部 및 腰部의 疼
痛을 말한다. “痛經”, “經期腹痛”, “經痛”, “經行腹痛” 등의 이명
(異名)이 있으며, 서양의학의 월경곤란증(dysmenorrhea)에 해당된
다1). 『黃帝內經)』의 『上古天眞論』에서는 여성이 14세에 이르러 천
계가 도달하면 월경이 시작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월경통은 초경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배란이 이루어지는 초경 이후 6개월에
서 2년 사이에 나타난다. 
    월경통은 원발성 월경통(primary dysmenorrhea)과 속발성 
월경통(secondary dysmenorrhea)으로 나눌 수 있는데, 원발성 

월경통은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기질적인 질환 없이 하복부 통
증이 월경일과 함께 시작되며 8-72시간 정도 지속되는 것이 특징
이다2). 속발성 월경통은 원발성 월경통과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
타나는데, 골반 내에 다른 병리적 원인 없이 나타나는 원발성 월경
통과는 달리 골반 내에 병변을 가지면서 하복부 통증이 시작된다3). 
이 통증은 월경일이 아닐 때에도 나타날 수 있으며, 월경기간 동안 
통증의 양상이 변하거나 통증의 발현 시간대가 달라질 수 있고4), 
초경 이후 어느 때나 발생할 수 있으나 주로 25세 이후에 나타나
는 것이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속발성 월경통을 발생시키는 산
부인과 질환에는 자궁 내막증, 자궁 선종, 자궁 내부의 폴립(polyp)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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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들은 개인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월경으로 인
해 주기적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월경통의 유병률
은 명확하지는 않으나 대략 43%에서 93% 정도이다5,6). 월경통의 
다양한 증상 중 가장 빈도가 높고 관리가 필요한 증상은 통증으로, 
통증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치료 방법
은 참고 견디기, 진통제 복용, 침상 안정, 온찜질 등이 있다7). 그 
중 진통제는 소화불량을 포함하여 오심, 구토, 변비, 설사, 두통, 
피로, 알레르기 반응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2차 문제를 야
기한다고 알려져 있어8) 최근 많은 월경통 환자들이 한의임상을 방
문하는 추세이다. 
    월경통은 한방 임상에서 흔히 접하는 부인과 질환으로서, 동일
한 월경통 환자라 할지라도 증상에 의한 변별, 즉 변증에 따라 다
른 세부 유형으로 진단될 수 있다. 또한 진단된 변증에 따라 특정 
증상의 개선보다는 전체적인 건강 상태의 호전과 근본적인 치료가 
진행되는데 이는 현대의학에서 월경통을 바라보는 관점과 비교했을 
때 한의학의 큰 이점이자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9). 
    이처럼 한의학의 궁극적인 목표인 근본적인 치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변증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현
재까지 진행된 바로는 월경통에 대한 한의학적인 진단방법의 유효
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와 진단도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최
근까지 진행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침10), 약침11), 뜸12), 추나 요
법13), 자기요법14), 요가요법15) 등의 치료방법을 이용하여 월경통 치
료의 임상유효성을 검증한 연구들이 다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자
는 한의학적인 진단방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한의임
상에서 월경통을 평가할 수 있는 진단도구 혹은 한의사 진단 시 참
고할 수 있는 보조도구로의 한의학적 콘텐츠 개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의임상에서 월경통을 치료할 때 사용되는 주된 진단 방법 중 
하나인 변증은 望診, 聞診, 問診, 切診의 四診을 통해 관찰되는데, 
그 중에서도 切診의 하나인 脈診은 중요한 진단방법 중 하나가 된
다. <內徑>에 기술된 내용을 보면 三部九候脈法, 人迎氣口脈法, 寸
口脈法 등 인체의 다양한 부위에서 맥을 잡는 기록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방법 중에서도 寸口脈診은 현재 제일 보편
화되어 있는 맥 진단법이다. 寸口脈診은  환자의 손목부분 요골동
맥 맥파를 측정함으로써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정보를 얻어 생리, 
병리적 상태를 진단하는 편리하고 용이한 방법으로16), 한의사는 손
가락 감각을 이용하여 경맥의 박동상태를 관찰함으로써 환자의 氣
血盛衰와 병의 順逆 및 進退를 판별할 수 있으며, 五臟六腑와 經
絡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17). 이는 병의 치료근거를 파악하는 과
정에서 한의학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인 辨證施治에 있어 매우 중
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한의학 서적에 따르면 月經으로 인해 여
성은 血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血虛가 나타나게 되고 血虛를 의미
하는 濇脈이 남자보다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기술되어있다. 특히 
月經 시 左尺脈에 澁脈과 滑脈이 많이 나타난다고 기술되어있으며, 
月經이 끝나게 되면 바로 사라지게 된다. 
    한의학 문헌상으로는 맥진이 월경통의 평가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진단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임상근거는 부족하기에 본 저자는 맥진기의 월경통 진단 

임상유효성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임상콘텐츠 개발을 위한 목적으
로 월경통 환자와 건강대조군을 대상으로 월경주기에 따른 맥파의 
변화를 살펴보는 탐색적 관찰 임상연구를 진행하고자 계획하였다. 
본격적으로 임상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임상시험 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임상시험계획서를 개발하기 위해서 월경통과 월경주기, 
월경통의 변증유형, 월경통의 평가도구에 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
였고, 조사한 바를 기술하고 이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선행연구를 조사하기 이전에 1차적으로 검색 전략을 수립하였
다. 첫 번째 단계로 분석대상에 체계적 문헌고찰, 무작위 배정 비
교임상시험연구, 비무작위 연구(코호트연구, 단면연구, 전후비교 연
구) 중 어느 연구 설계까지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일
반적으로 무작위배정 비교임상시험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좋으나 
해당 연구주제에서 무작위 배정 비교임상시험연구가 부족하다고 판
단되어 모든 연구를 포함하여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포함, 배제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였는데, 언어
는 영어와 한국어로 제한을 두었으며, 본문이 영어와 한국어 이외
에 언어로 작성되어 있더라도 초록이 영문으로 작성되어있는 경우 
경우에 따라 포함하기도 하였다. 또한 기능성 월경통 또는 원발성 
월경통 이외에 다른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여성 시험참가자와 건
강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선택 조건으로 하였으며, 월경통을 발
생시키는 부인과 질환인 자궁 내막증, 자궁 선종 등의 환자군을 대
상으로 한 연구는 모두 배제하였다. 그 밖에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에서 초록의 형태로 발표된 자료나 기타 보고서, 잡지 및 기사 등
도 제외하였다.

2. 연구방법
    한의학 관련 월경통 국내 연구논문은 전통의학포털 오아시스
(Oriental Medicine Advanced Searching Integrated System; 
OASIS)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누리미디어의 디비피아 (DataBase Periodical 
Information Academic; DBpia),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 
(Korean Medical Database; KMBase)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검색하였다. 검색 시 2000년에서 2015년 기간에 발행된 국내 전자
저널과 논문 콘텐츠만 선정하여 조사하였으며, 검색어는 ‘월경곤란
증’, ‘월경통’, ‘월경주기’, ‘배란주기’, ‘변증’, ‘맥진’, ‘맥진기’, ‘평
가지표’의 주제어를 이용하였다. 검색할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검색
어 및 검색전략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검색(pilot search)을 해보고 
검색전략을 수립하였고, 검색은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진행되었다. 한의학 관련 월경통 임상연구 논문을 조사한 과정은 
Fig. 1과 같았다.
    조사결과 분석가능한 논문 건수는 총 193건으로, 각 데이터베
이스에 따라 정리한 내용은 Table 1과 같았다.
    조사된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월경통 평가도구’와 ‘월경주기’, 
‘월경통 변증 유형’의 3가지 주제에 맞춰 재검색을 실시하였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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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에서 중복으로 검색된 논문 및 해당 주제에서 벗어난 
논문을 제외하고, 살펴보고자 하는 3가지 주제와 의미가 일치하는 
논문을 중심으로 재검색한 결과 검색된 논문 건수는 Table 2와 같
으며, 최종적으로 총 16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Fig. 1. Flow chart of this study.

Table 1. Search results
Database No. of studies
OASIS 102
RISS 37

DBpia 25
KMBase 29

Table 2. Classification of the papers
Search purpose No. of studies
Diagnostic tools 4
Menses period 5

Pattern identification 7

결    과

1. 월경통 평가지표
    월경통 환자의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기존 선행연구
들에서 월경통 평가지표로 사용되는 변수들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2004년 이인선 등18)은 월경통 환자의 통증정도를 보다 객관적
으로 나타낼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자 Visual Analogue 
Scale(VAS), Multidimensional Verbal Rating Scale(MVRS), 
Verbal Rating Scale(VRS)의 방법으로 통증의 강도와 생활의 지
장 정도를 묻는 설문지를 개발하여 3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내적 일치도는 91.08%로 나타나 신뢰도를 
확보한 설문지로 평가 되었다. 또한 통증과 설문문항 간의 상관성
을 살펴본 결과, 월경 시 동반되는 구토 및 수족냉증이 월경 시 통
증의 강도와 관련이 높게 나타났다.
    이후 2005년 이인선 등19)은 문항을 추가하여 증보된 월경통 
평가도구를 만들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1039명의 여성 시험참가

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를 통해 검증될 설
문지 Measurement of menstrual pain(MMP)은 통증의 정도를 
묻는 VAS와 VRS문항, 통증으로 인한 생활의 장애 정도를 묻는 
VAS와 VRS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검증 결과 개발된 설문지와 통증
을 묻는 문항 간의 상관관계가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각 문항의 
신뢰도는 낮게는 55.34%에서 높게는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조
사 결과 월경통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
는 VAS 문항은 신뢰도가 낮아 통증의 정도를 잘 나타내지 못한다
는 결과를 보였으며, VRS 문항은 신뢰도는 높았으나 한두가지 질
문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통증의 정도를 묻는 질문과 생활의 불편정
도를 묻는 질문을 다양하게 사용하여 조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제안하였다. 
    2006년 박명원 등20)은 월경통과 관련된 논문 중에서 통증의 
강도 및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와 설문지를 논문 바탕으로 
체계적 문헌고찰을 실시하였고, 1차원 척도(Unidimensional 
Scale)에서 점수척도(point scale)를 사용한 경우가 많았으며, 2차
원 척도(Multidimensional Scale)나 설문지에서는 MVRS를 사용한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단일 문항보다는 다양한 증
상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2차원 척도를 쓰는 것이 좋을 것으
로 제안하였다.
    2011년 박정수 등21)은 한의원에서 사용 가능한 정량적인 평가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문헌고찰을 하였고, 국내외 임상
연구 정보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는 VAS이었으
며, 다음으로 많이 쓰인 평가지표는 MVRS로 나타났다. MVRS 중
에서도 가장 많이 쓰인 지표는 Moos Menstrual Distress 
Questionnaire로 조사되었다.

2. 맥파 측정시기 선정
    월경주기는 가임기 여성에게 나타나는 생리적인 변화 주기를 
말하는데, 내분비 기관에 의해 조절되며 생식에 필수적이다. 이 주
기는 월경기, 난포기(증식기), 황체기(분비기)로 나뉘며 난자가 난소
에서 배란이 되는 시기인 배란기는 난포기와 황체기를 구분 짓는다
22). 각각의 기간은 개인마다 혹은 주기마다 다른데 건강한 여성을 
대상으로 3-13개월동안 월경주기를 조사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여
성의 평균 월경주기를 28일로 제시하고 있다23,24). 월경주기별 맥파
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임상연구를 진행할 시 월경기, 난포기, 
배란기, 황체기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측정일자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확한 월경주기를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기초체온조사와 경관
정맥의 변화 관찰, 호르몬 검사, 초음파 검사, 자궁내막 생검 등
25,26)이 있으나 상기 기술한 방법들은 장시간이 소요되고 고비용라
는 단점이 있어 현실적으로 의뢰자용 탐색적 임상연구에서 진행하
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2003년 주병주 등27)은 월경기, 난포기, 황체기 간의 臟腑와 
12經絡의 변화 추이를 확인하고자 한방병원에 재직하고 월경통이 
없는 14명의 20대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의임상에서 많이 사용되
고 있는 진단기기 중 하나인 良導絡(SME-5800N/P, 쏘드메드컴, 
Korea) 측정을 시행하는 임상연구를 진행하였다. 총 12개의 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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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측정하였으며, 良導絡 측정값이 생리적 범위 내에 있는 경우를 
정상으로 아래로 벗어난 경우를 虛, 위로 벗어난 경우는 實로 정하
여 분석하였다. 또한 良導絡 측정은 월경기, 난포기, 황체기 총 3
회 진행되었으며, 월경기의 경우 가장 많은 혈액이 배출되는 날로 
하였고, 난포기는 다음 월경 예정일 18일 전, 황체기는 다음 월경 
예정일 6일전으로 설정하였다. 실험결과 각 주기에 따른 良導絡 측
정값의 평균 지수는 월경기에 가장 높았으며, 난포기, 황체기 순으
로 나타났다. 또한 각 주기별로 虛實 빈도를 파악하였을 때 세 주
기 모두에서 虛症의 빈도가 實症의 빈도보다 높게 관찰되었다. 월
경을 하는 동안 신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반응들 때문에 다른 두 
시기보다 월경기의 평균 지수가 높게 나타났을 것으로 고려되고 있
으나 이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2003년 박대순 등28)은 30일의 정상적인 생리주기를 가지는 여
성의 월경주기에 따른 체온의 변화를 적외선 체열 진단법을 통해 
관찰하고자 3명의 여성 시험참가자를 대상으로 적외선 체열장치
(DITI-16UTI, Dorex, USA)를 이용하여 월경주기에 따른 天突穴, 
膻中穴, 氣海穴의 체온 변화를 살펴보는 예비 관찰연구를 진행하였
다. 적외선 체열 검사는 생리기간을 제외한 1개월동안 가능한 매일 
오전 11시에서 11시 30분 사이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
며, 두 번째 생리 시작 전날까지 체온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실험결
과 월경주기에 따른 경혈점의 평균 체온 관찰에서는 전형적인 이상
성 체온분포를 관찰할 수 없었으나, 첫 번째 월경 시작일로부터 14
일 이후에 체온이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경
주기에 따른 각 측정 부위별 평균 체온을 관찰한 결과, 氣海穴만이 
전형적인 월경주기별 체온 변화추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배란유무 
확인 목적으로 적외선 체열장치를 활용할 경우 인체 상부보다는 하
부의 경혈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제안하였다.
    2008년 이재은 등29)은 7구역 진단기 (OMD-3000, 용두메디칼, 
Korea)를 이용하여 월경주기별로 보다 객관화된 진단기준을 설정
하고자 한방병원에 재직하고 월경통이 없는 정상적인 월경주기를 
가진 20-30대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월경주기에 따른 피부저항변
이도의 변화 패턴을 살펴보는 임상연구를 실시하였다. 측정에 사용
된 7구역 진단기는 양쪽 이마와 양 손발 총 여섯부위에 도자를 연
결하고 생체 전류를 흘려 각 구역의 상태를 측정하는 장비로, 한 
월경주기당 난포기, 배란기, 황체기, 월경기 총 4회에 걸쳐 측정을 
진행하였다. 28일을 평균 월경주기로 하여 월경기는 월경이 시작한 
다음날이나 2일째로 하였으며, 난포기는 주기 계산법으로 배란예정
을 추측하고 월경시작일과 배란일 중간으로 하였다. 또한 배란기는 
배란진단시약을 이용해 양성으로 측정된 날로부터 1일 후로 하였
고, 황체기는 다음 월경예정일 6-8일전으로 설정하였다. 실험결과 
월경주기별 구역별 특성이 다르게 나타났으나, 배란기와 황체기 사
이에 우측 손에서 좌측 손에 해당하는 4구역 측정값이 유의한 차이
를 보인 것 외에는 다른 구역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이에 
대한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010년 김은숙 등30)은 월경주기에 따른 자율신경계 변화를 관
찰하여 월경주기와 자율신경계 변화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임상시
험을 진행하였다. 30 ± 3일의 규칙적인 생리주기를 가지는 18세 

이상 35세 사이의 월경통 환자 16명을 대상으로 자율신경계 기능 
평가 방법으로 임상에서 다빈도로 사용되고 있는 심박변이도 분석
방법(FM-150, Hukuda densi, Japan)을 이용하여 난포기와 황체
기의 심박변이도 측정항목 간의 차이를 관찰하였다. 황체기는 월경 
시작일로부터 18-32일로, 난포기는 다음 월경 시작일로부터 4-10
일로 설정하였다. 성호르몬의 변화는 자율신경계의 변화에도 영향
을 줄 것이라는 가설을 통해 심박변이도 결과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험결과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월경통 환자에서 월경주기에 따른 심박변이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호르몬 불균형 때문인지 혹은 월경통에
서 기인한 통증스트레스 때문인지 확인하기 위해 향후 진행될 임상
시험에서는 측정시기마다 월경통 정도와 여성호르몬 및 LH, FSH 
등의 혈중농도를 측정하는 프로토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013년 이지연 등31)은 월경 시작일 전후의 맥 에너지 변화 및 
그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임상시험을 진행하였다. 28 ± 2일의 규칙
적인 생리주기를 가지는 만 20세이상 35세 사이의 신체 건강한 시
험참가자 8인을 대상으로 월경 전후의 맥 에너지 값을 측정하고 이
를 비교분석하였다. 월경시작 당일과 월경 전일, 월경시작 익일 총 
3회 맥파검사를 시행하였으며 3차원 맥진기(3D-MAC, 대요메디, 
Korea)를 이용하여 좌우 寸關尺 6부위를 측정한 후 맥 에너지의 
변화 양상과 그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월경 시작 전일을 
기준으로 월경 시작 익일에 右寸脈의 에너지가 유의하게 감소하였
고, 左關脈은 비교적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경우 맥
상 분석에 치우쳐 있었으나 각 부위별 寸關尺 맥 에너지 차이와 
그 상관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여진다. 
더 나아가 증식기나 배란기, 분비기 측정도 고려한 대규모 기전연
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월경통 유형
    《醫學入門》의 〈婦人門〉에서는 “痛滯經前 虛後呼”라 하여 월경
통의 원인을 血滯와 血虛로 기술하고 있으며, 〈대한부인과학〉에서
는 월경통의 원인을 氣滯血瘀, 寒濕凝滯, 濕熱下注, 氣血虛弱, 肝
腎虛損 등으로 나눌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32). 
    2003년 김승현 등33)은 월경통의 주된 한의학적 원인이 氣滯와 
血瘀임을 발표한 선행연구와 左血右氣의 한의학 이론에 착안하여 
월경통을 가진 여성의 복부에서 좌우 온도차이를 살펴보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氣血의 증상은 주로 신체의 좌, 우를 따라 나타난다고 
했을 때 그 변화가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는 부위는 여성의 생리기
능을 주관하는 간의 부위와 생식기 부위일 것으로 추정하여 복부의 
4부위를 선정하여 적외선 체열장치(DITI-16UTI, Dorex, USA)를 
사용하여 월경통을 호소하는 환자와 정상대조군의 복부 온도를 측
정한 후 그 온도차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상복부의 좌우 期門穴
(LR14)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하복부 좌우 歸來穴(ST29)
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03년 김미진 등34)은 월경통을 호소하는 少陰人 26명, 太陰
人 13명을 대상으로 체질에 따른 전체적 寒熱의 차이에 대하여 알
아보기 위해 적외선 체열진단을 실시하였다. 측정기기는 적외선 체
열장치(DITI-16UTI, Dorex, USA)를 이용하였으며, 전후면 각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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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씩 총 6부위의 체온을 측정하고 온도분포를 분석하였다. 그 결
과 少陰人이 太陰人 보다 조사한 모든 부위의 평균온도가 높게 나
타났다. 이는 熱症을 나타내는 太陰人 裏證의 원인은 濕熱下注와 
관련이 있어 체열분포에 있어 太陰人이 少陰人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연구결과는 반대로 나왔다.
    2004년 이인선 등35)은 월경통의 사상체질의학적인 치료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고자 少陰人에 해당하는 20명을 대상으로 증상을 분
석한 후 동의수세보원의 少陰人 籗香正氣散을 투여하여 치료를 진
행하는 임상시험을 진행하였다. 체질 진단은 사상변증 내용 설문 조
사지와 사상체질 분류 검사지(Questionnaire for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Ⅱ, QSCCⅡ)를 이용하여 진단되었으며, 
월경통의 정도는 VAS와 VR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치료 결과 
월경기간 중 통증의 정도가 치료기간 동안 시험대상자 모두 유의하
게 호전되었다. 본 연구는 동일한 한의학적 증상을 가진 월경통 환
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기간 동안 한약을 투약하면서 객관적 호전도
를 살펴본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2005년 이인선 등36)은 월경장애에 대한 단면적 연구의 한계점
을 해결하고 장기적 관찰을 통해 월경장애의 세부적인 분석의 필요
성을 확인한 바 여자고등학교 1학년 학생 448명을 대상으로 6개월
간 한방진단시스템(DSOM(r) R.1.1)을 이용하여 병기산출빈도와 경
향을 조사하였다. 조사 개월 수가 4개월 이상인 학생 440명의 설
문조사 데이터만을 선택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분석결과 월경
통의 병기 산출빈도는 心, 熱, 濕, 血虛, 氣滯, 談, 肝, 氣虛, 腎, 
陰虛, 寒, 陽虛, 燥 순으로 조사되었다.
    2009년 임성락 등37)은 체질이 확진된 430명의 여성을 대상으

로 사상체질 변증에 따른 월경 양상을 조사하는 임상시험을 진행하
였다. 총 430명의 시험대상자 중 太陽人은 8명, 少陽人은 155명, 
太陰人은 148명, 少陰人은 119명이었다. 사상체질에 따라 월경통
을 비교한 결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사상체질 변증
에 따라 월경통 정도를 살펴본 결과 背椎表病證, 胃脘寒證, 少陰
證, 太陰證 순으로 나타났고,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월경통은 사
상체질 변증에 따라 다른 분포를 보이므로 사상체질에 따른 치료방
향 결정, 경과 판정 등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010년 임선희 등38)은 부산시내 소재 4개 여자고등학교 학생 
21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월경통을 호소하
는 1605명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월경통을 유발하는 병기를 조사한 
결과 氣滯, 血瘀가 주요 병기로 나타났다. 또한, 濕과 痰도 월경통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2년 김현주 등39)은 월경통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 71명 중 
문진을 통해 골반내 병변 및 다른 기질적 질환이 있는 환자 45명
을 제외한 26명의 시험대상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변증에 따라 
實證인 氣滯血瘀型에 玄附理經湯加減을, 寒濕凝滯型에 少陰人 藿
香正氣散을, 虛證에 해당하는 환자에게는 六味地黃湯을 丸으로 복
용하고 침구치료(침, 동방침구, Korea)를 병행하여 임상 유효성을 
확인하고자 진행된 본 임상시험의 연구결과 월경통의 VAS 점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MVRS 또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고    찰

    월경통은 여성들의 학교나 직장 결근을 초래하는 단일 원인 중 

Table 3. Summary of selected research articles about menses period in Korean medicine

Author (Ref) Year Sample size
(analysed data) Measurement (Menstrual phase) Primary outcome

Joo, B.J. 2003 12 MP, FP (18 days before next menstruation), LP (6 days before next 
menstruation) Yangdorak

Park, D.S. 2003 3 From after first menstruation to before the onset of second menstruation, 
Same time (11:00 am)

Digital Infraed Thermal Imaging 
(DITI)

Lee, J.E. 2008 20
(15) All phases. FP (8-10 days), LP (21-23 days), OP (14 days) and MP (1-2 days) Skin Resistance Variability (SRV)

Kim, E.S. 2010 98
(16) FP (4-10 days after first menstruation), LP (18-32 days after first mentruation) Heart Rate Variability (HRV)

Lee, J.Y. 2012 8 Before and after menstruation start date Pulse Tonometric Device
FP: follicular phase; LP: luteal phase; OP: ovulation phase; MP: menstrual phase.  

 
Table 4. Summary of selected research articles about dysmenorrhea patients’ pattern identification in Korean medicine

Author (Ref) Year Sample size
(analysed data) Study type Pattern identification Primary outcome

Kim, S.H. 2003 300
(49 patients, 54 controls) Clinical trial 氣滯, 血瘀 BT

Kim, M.J. 2003 39
(26 soyin, 13 taeyin) Clinical trial 少陰人, 太陰人 BT

Lee, I.S. 2004 20
(20 soyin) Clinical trial 少陰人 VAS, VRS

Lee, I.S. 2005 448
(440 patients) Survey 心, 熱, 濕, 血虛, 氣滯, 談, 肝, 氣虛, 腎, 陰虛, 寒, 

陽虛, 燥 -

Lim, S.R. 2009 430
(430 patients) Survey 背椎表病證, 胃脘寒證, 少陰證, 太陰證 -

Leem, S.H. 2010 2137
(1605 patients) Survey 氣滯, 血瘀, 濕, 痰 -

Kim, H.J. 2012 71
(26 patients) Clinical trial 實證, 虛證 VAS, MVRS

VAS: visual analogue scale; MVRS: multidimensional verbal rating scale; VRS: verbal rating scale;  BT: body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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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빈도를 보이는 질환으로, 여성들을 무기력하게 하고 활동
의 불편감을 야기하는 치료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질환 중 하나이
다40). 월경통이 발생하는 원인은 월경 기간 중 자궁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인데, 월경통 환자의 자궁내압은 안정 시 55.3 ± 
3.8 ㎜Hg, 수축 시 175.0 ± 6.1 ㎜Hg로 나타나 분만통증 이상으
로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41). 월경통 치료방법으로 
참고 견디기, 진통제 복용, 침상 안정, 온찜질 등이 있으나7) 일시적
인 통증 해소에 그치고 부작용의 우려도 있어 많은 월경통 환자들
이 한의임상을 찾는 추세이다. 
    한의임상에서는 월경통 치료를 위한 방법을 선정하기 위해 증
후에 대한 분석과 판단을 통해 치료 방법을 모색한다. 이러한 과정
을 辨證이라고 하는데, 辨證을 위한 방법으로 望診, 聞診, 問診, 
切診이 사용된다. 그 중에서도 切診의 하나인 脈診은 중요한 진단
방법으로42), 환자의 손목부분 요골동맥 맥파를 측정함으로써 환자
의 氣血盛衰와 병의 順逆 및 進退를 판별할 수 있으며, 五臟六腑
와 經絡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17). 월경통에 대한 한의학 서적에 
따르면 여성의 月經 脈은 月經 직전에는 滑數하거나 弦數하고 좌
측 寸關尺 脈은 비교적 明確하나, 月經이 시작된 후에는 비교적 
緩하며 尺脈이 비교적 弱해진다고 나와있다. 또한 寸關脈이 고르다 
하더라도 尺脈이 沈弱하거나 絶不至하면 많은 경우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월경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서술되어 있다. 
    이렇듯 한의임상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脈診의 객관화를 
위한 일환으로 수 년 전부터 脈診에 대한 표준화 연구 및 진단의
료기기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외 많은 연구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을 통한 실효성 확립 및 검증에 대한 수요는 지
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저자는 월경주기별로 맥파 변화 패턴을 살펴보고, 월경통
과 건강대조군 간의 맥파의 차이를 한의학적인 진단의료기기인 맥
진기를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임상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
다. 그 시작 단계로 임상시험 전략을 수립하고자 2000년부터 2015
년 최근까지 진행된 월경통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
으며, 조사한 바를 기술하고 이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을 2000년부터 2015년 사이에 발표된 논문으로 제한
을 둔 이유는 임상시험과 관련된 법규 및 가이드라인이 최근 개정
된 사항이 많으므로 최근 15년간 수행된 연구를 위주로 임상시험
계획서를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문헌은 ‘월경통 평가도구’와 ‘월경주기’, ‘월
경통 변증 유형’의 3가지 주제에 맞춰 검색이 진행되었으며, 평가
도구는 4건, 월경주기는 5건, 변증은 7건으로 조사되었다.
    월경통 환자의 통증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은 환자의 주관적인 
감각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량적 평가는 매우 어렵다. 
또한 월경통이 통증이외에 다른 다양한 전신 증상을 동반하기 때문
에 환자마다 월경통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게 나타나고, 따라서 
단순 통증보다 월경통의 경우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더욱더 
쉽지 않다. 따라서 월경통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경우 
이를 평가하는 도구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월경통 평가도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조사한 결과 임상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도
구는 VAS로 조사되었고, MVRS, VRS등도 다빈도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임상연구에서도 시험대상자 선정 시 VAS를 
이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월경통을 측정하는 도구들이 자
기기입방식의 설문에 국한되어있어, 맥진기를 이용하여 월경통의 
여부와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면 유용한 진단도구가 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되었다.
    월경주기를 월경기, 난포기(증식기), 배란기, 황체기(분비기)로 
나누는 기준이 개인마다 혹은 주기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각
각의 월경주기를 보다 정확하게 구분하는 방법을 선정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 월경주기를 구분하는 방법으로는 기초체온조사, 호르
몬 검사, 초음파 검사, 자궁내막 생검 등이 있으나 이 방법들은 고
비용과 장시간 측정 등과 같은 한계점들이 있다. 따라서 탐색적 관
찰 임상연구의 규모와 기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기된 방법들을 
본 임상연구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본 임상
시험에서는 각 주기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측정일자를 선정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기존 연구 결과에 기반한 최적의 맥파 측정
일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월경주기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조사하였
다. 조사결과 본 임상시험에서는 28일의 정상주기를 가지는 여성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해야하고, 월경기는 월경이 시작하는 당
일 혹은 그 다음날로, 난포기는 월경 시작 9일 후, 황체기는 월경 
시작 22일 후로 선정하였다(Fig. 2). 또한 월경주기를 살펴보기 위
해서는 최소 첫 번째 월경기에서 다음 월경기까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여, 최종적으로 첫 번째 월경기부터 난포기, 황체기, 두 번째 
월경기에 맥파를 측정하는 절차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Fig. 2. Selected time interval for measurement.

    《醫學入門》의 〈婦人門〉에서는 월경통의 원인을 血滯와 血虛로 
보았으며, 〈대한부인과학〉에서는 월경통의 원인을 氣滯血瘀, 寒濕
凝滯, 濕熱下注, 氣血虛弱, 肝腎虛損 등으로 보았다. 월경통 변증
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명확한 변증의 가이드라인이 없었
으며, 연구마다 상이한 변증을 채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월경
통 변증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월경통 변증에 대한 한의사들의 합
의와 이를 통한 문진표 및 가이드라인 등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임상시험에서는 한방부인과 문헌을 기반으로 氣滯血
瘀, 寒濕凝滯, 氣血虛弱, 肝腎虧損 총 4개의 변증을 선택하였다.  
    문헌을 살펴보면 월경통 발생의 3대 요인을 六淫, 內慯, 七情
으로 보았으나43), 이 요인들이 월경통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월경통은 질환과 수술들의 현격한 변화가 아니더라도 일상
생활에서 흔히 겪거나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요인들에 의해서
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44) 정서적인 요인45,46), 소득47), 기호
식품48,49), 비만도50,51), 신체활동량52)등의 요인들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월경통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연구를 진행할 경우 연
구의 목적에 따라 여러 교란변수들을 배제하기 위한 시험대상자의 
면밀한 기초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월경과 맥진기 간의 상관성을 살펴본 선행연구는 총 3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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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되었으며, 3건은 모두 단순 비교연구 혹은 실험실 규모의 관찰
연구 수준이었다31,53,54). 따라서 월경주기에 따른 맥파 변화와 관련
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관찰조사를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향후 월경주기 및 변증, 여러 요인들을 고
려한 임상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전적으로 
국내 전자저널에 발표된 논문에 기반하여 선행연구들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획득한 정보의 양적, 질적 부족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또한 
한정된 검색엔진과 검색어를 사용했다는 점과 최근에는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들도 국외 전자저널에 다수 게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한의학 임상연구 모두를 조사했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점들은 문헌 고찰이라는 연구 방법의 불가피한 한계로, 
향후 국내 연구뿐만 아니라 국외 연구에 이르는 조사연구를 통해 
상기 한계점들을 보완한 체계적인 문헌고찰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월경 및 월경통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의 체계적 문
헌고찰의 연구 방법론에 따라 수행되었다. 2000년도부터 2015년도
까지 발표된 논문들을 미리 설정해놓은 선정제외기준에 따라 총 
16건의 논문을 선별하여 체계적으로 고찰해 본 결과 아래와 같은 
지견을 얻었다.
    최근 15년 동안 월경통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들이 수행되었으
나 많은 연구들이 치료에 치중된 경향이 있었다. 조사한 내용에 기
반하여 향후 진행될 “월경통 환자와 건강대조군 대상 월경주기에 
따른 맥파 변화 특성 관찰연구”의 평가지표 및 선정기준, 월경통의 
변증 유형, 월경주기를 선정하였으며, 월경통을 대상으로 하는 임
상연구에서 월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란변수의 통제가 매우 중
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월경통의 평가지표는 국내에서 개발된 
MMP를 차용하고, 월경통 유무의 선정기준은 VAS를 이용하여 
VAS가 4 이상인 경우를 월경통 환자로, 3 이하인 경우를 건강대조
군으로 평가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월경통의 변증은 氣滯血瘀, 
寒濕凝滯, 氣血虛弱, 肝腎虧損 총 4개의 변증을 채택하여 임상연구
에서 사용하고자 하였으며, 맥파를 측정하는 월경주기 선정은 월경
기는 월경이 시작하는 당일 혹은 그 다음날로, 난포기는 월경 시작 
9일 후, 황체기는 월경 시작 22일 후로 선정하였다.
    한의임상의 주요 환자군인 월경통에 대한 한의학적 진단의 객
관화와 과학화를 위하여 진단도구의 개발은 불가피하다. 나날이 성
장하는 한방의료기기 산업의 규모와 국민 보건에 있어서 한의학적 
진단기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향후 맥진기와 관련된 질 높은 임
상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임상시험
계획서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문헌고찰을 기
반으로 임상시험 목적에 맞는 적절한 평가도구를 선정하고 의미있
는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여
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임상연구인만큼 여성력, 산과력, 피임력 등
에 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져야하는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55). 월경통의 경우 대규모 다기관 임상연구 혹은 코호트 연
구가 진행될 필요성은 충분하나, 한의학 임상연구에 대한 정부지원
과 관련 제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탐색적 관찰연구 정도 수준의 
임상연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한의학 임
상연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연구자의 노력, 전문성이 더해진다면 
보다 발전된 임상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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