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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청소년기는 초경을 경험하는 시기로, 학교와 가정 등에서 배우는 월경 관리 방법, 월경과 관련된 긍정적·부정적 경험 등이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 월경용품의 안전성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바 있으며 다양한 월경용품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9년 8월
전국 14∼24세 여자청소년 998명을 대상으로 ‘월경용품 사용 현황과 정보원’을 온라인으로 조사하였다. 여자 중고등학생 등의 지난 1년간 월경용품 사용
경험은 일회용 생리대 99.4%, 탐폰 11.5%, 면 생리대 8.1%, 생리컵 2.5%였으며, 대학생과 취업자 등은 일회용 생리대 98.1%, 탐폰 23.2%, 면 생리대
10.3%, 생리컵 6.7%였다. 탐폰이나 생리컵은 단독 사용보다는 일회용 생리대를 주로 사용하면서 필요시 탐폰이나 생리컵을 사용하는 형태가 많았다.
월경에 대한 주된 정보원은 가족과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친구였으며, 청소년들은 월경용품에 대한 정보가 월경 관리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보라고 응답하였다. 청소년들을 위한 정확하고 심층적인 월경용품 정보를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월경용품과 월경 관리에 대한 교육과 중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검색어 : 월경, 월경용품, 청소년

들어가는 말

것을 고려할 때 월경용품은 장기간 그리고 주기적으로 여성의
건강과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여성은 초경부터 폐경까지 30년 이상 매월 월경을

월경 건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여성들이 필요한 월경용품을

한다. 과거 출산율이 높은 시기에는 임신과 출산이 반복되었고

사용할 수 있고 이 월경용품이 안전하며 비용 부담이 적정해야

임신과 출산기간에는 월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월경기간이

한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일회용 생리대의 사용이 일반적이었으나

상대적으로 짧았으나 현재 우리나라 여성은 출산율이 낮고 일부

인터넷, 스마트폰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월경용품에 대한 정보

청소년들은 이른 시기에 초경을 겪고 있다[1]. 청소년기는 초경을

유통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다양한 월경용품에 대한 여성들의

경험하는 시기로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월경 증상, 학교와 가정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4,5]. 이에 본 연구는 전국에 거주하는

등에서 배우는 월경 관리 방법, 월경과 관련된 긍정적·부정적 경험,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월경용품 사용 현황과

직·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사람들이 월경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성의

정보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일생에 걸쳐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2,3].
2017년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과 관련하여 일회용 생리대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월경용품의 안전성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바가 있다. 여성들이 30년 이상 매달 월경용품을 사용하는

몸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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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방법

나. 연구방법

가. 연구대상

2019년 8월 16일부터 2019년 8월 23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대상자가 연구 목적과 내용 등을 인지하고,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4∼24세의 여자청소년

조 사 참여와 수집된 정보의 활용에 대해 동의한 경우에만

1,000명으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반으로 연령,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표집을 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만 14세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제2019-55호)을 받아 진행되었다.

미만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므 로 온라인으 로 설문조 사가 실시되는 것을

2. 연구결과

감안하여 본인의 동의만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 14세
이상 청소년부터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월경용품 사용이 주

주요 변수에 무응답이 있는 2명을 제외한 998명에 대해

조사내용이므로 현재 월경을 하지 않는 경우 조사대상에서

중고등학생 등 그룹(만 14∼18세) 359명과 대학생 및 취업자 등

제외하였다.

그룹(만 18∼24세) 639명으로 나누어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중고등학생 등

대학생 및 취업자 등

대상자

%

대상자

%

359

100.0

639

100.0

중학교 1학년

1

0.3

중학교 2학년

27

7.5

중학교 3학년

102

28.4

고등학교 1학년

41

11.4

고등학교 2학년

66

18.4

고등학교 3학년

112

31.2

학교에 다니지 않음

10

2.8

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일 하지 않음

322

50.4

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일 함

94

14.7

대학교에 다니지 않고, 일 함

135

21.1

대학교에 다니지 않고, 일 하지 않음

88

13.8

전체
직업(중고등학생 등)

직업(대학생 및 취업자 등)

가구 경제상태
상

11

3.1

21

3.3

중상

90

25.1

118

18.5

중

181

50.4

305

47.7

중하

67

18.7

156

24.4

하

10

2.8

39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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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청소년의 월경용품 사용 경험
구분

지난 1년간 사용경험(%)*

규칙적 교환율(%)

규칙적 교환간격(시간)†

일회용 생리대

99.4

66.0

3.5±0.089

면 생리대

8.1

41.4

4.6±0.802

탐폰

11.5

65.9

4.0±0.259

생리컵

2.5

55.6

7.0±2.098

일회용 생리대

98.1

64.0

3.6±0.066

면 생리대

10.3

56.1

4.2±0.253

탐폰

23.2

73.7

4.1±0.169

생리컵

6.7

60.5

6.9±0.926

중고등학생 등

대학생 및 취업자 등

* 해당 문항은 중복 선택 가능
†평균±표준오차 제시

(%)
100

90

88.0

80

75.6

70

60

50

40

30

20

10

15.5
8.1
1.1

0.6

0.3

2.4

2.0

1.7

3.8
1.1

0
중고등학생 등
일회용/면생리대만 사용

대학생 및 취업자 등

일회용 생리대+필요시 탐폰

일회용 생리대+필요시 생리컵

그림 1. 청소년의 월경용품 사용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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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1) 일회용 생리대가 99.4%로 가장 일반적이었고, 그 다음으로

가. 일반적 특성

탐폰(11.5%), 면 생리대(8.1%), 생리컵(2.5%) 순으로 응답하였다.
중고등학생 등 그룹은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3학년의 비율이

대학생 및 취업자 등의 경우 일회용 생리대가 98.1%였으며, 그

각각 28.4%, 31.2%로 가장 높았고 중고등학생 연령이지만 학교에

다음으로 탐폰(23.2%), 면 생리대(10.3%), 생리컵(6.7%) 순으로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비율은 2.8%였다. 대학생 및 취업자 등 그룹은

응답하여 대학생 및 취업자 등이 중고등학생 등에 비해 탐폰과

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일하지 않고 있는 비율이 50.4%로 가장

생리컵 사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을

높았으며, 대학교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일을 하고 있는 비율은

확인할 수 있었다(표 2).
월경용 품의 규칙적 교환 율 2 ) 과 교환 간격 3 ) 을 살펴보면

35.8%였다. 경제적 상태는 두 그룹 모두 ‘중’으로 평가한 비율이 각각

일회용 생리대의 규칙적 교환율은 중고등학생 등에서 66.0%,

50.4%, 47.7%로 가장 높았다(표 1).

대학생 및 취업자 등에서 64.0%였고, 교환간격은 각각 평균 3.5,
3.6시간이었다. 면 생리대의 규칙적 교환율은 중고등학생 등에서

나. 월경용품 사용 경험

41.4%, 대학생 및 취업자 등에서 56.1%였고, 교환간격은 각각 평균
4.6, 4.2시간 이었다. 탐폰의 규칙적 교환율은 중고등학생 등에서
여자청소년이 지난 1년간 사용한 월경용품은 중고등학생 등의

A. 탐폰 사용 이유

65.9%, 대학생 및 취업자 등에서 73.7%였고, 교환간격은 각각 평균

B. 생리컵 사용 이유
일회용 생리대보다
비용이 저렴하여 1.1%

건강을 위해 1.6%

수영 등 운동을 할 수
있어서 3.8%

기타 1.1%

기타 3.8%

일회용 생리대보다
비용이 저렴하여 7.7%

수영 등 운동을 할 수
있어서 34.4%

건강을 위해 15.4%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61.9%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69.2%

그림 2. 탐폰 및 생리컵 사용의 주된 이유

1) 지난 1년간 사용한 월경용품을 묻는 문항에서 ‘기타’로 응답한 1명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2) ‘귀하는 월경 시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교환하십니까?’의 문항에 ’예‘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비율
3) 교환 간격은 월경양이 중간 정도인 날을 기준으로 응답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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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청소년의 월경용품 선택 기준의 우선 순위
단위 : 점수
순위

중고등학생 등

대학생 및 취업자 등

1

건강에 안전함 (517)

건강에 안전함 (816)

2

가격 (460)

사용할 때 쾌적함 (813)

3

사용할 때 쾌적함 (457)

구입하기 쉬움 (507)

4

활동(운동)할 때 편리함 (296)

활동(운동)할 때 편리함 (481)

5

구입하기 쉬움 (251)

가격 (405)

6

버리기 쉬움 (122)

버리기 쉬움 (205)

7

기타 (34)

기타 (32)

8

쓰레기 배출이 적음 (17)

쓰레기 배출이 적음 (14)

4.0, 4.1시간이었다. 생리컵의 규칙적 교환율은 중고등학생 등에서

월경용품 사용 방식을 살펴보면 일회용 생리대 또는 면

55.6%, 대학생 및 취업자 등에서 60.5%였고, 교환간격은 각각 평균

생리대만 사용하는 비율은 중고등학생 등에서 88.0%로 대학생 및

7.0, 6.9시간이었다. 규칙적 교환율은 일회용 생리대를 제외하고

취업자 등의 75.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탐폰만 사용하는

중고등학생 등이 대학생 및 취업자 등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표 2).

비율은 대학생 및 취업자 등에서 1.7%로 중고등학생 등의 0.6%에

(%)
60

57.4

50
44.0

40

35.9

30

20.2
20

17.7

17.6

10

0.3

1.1

2.7

1.1

0.0

0.6

1.1

0
중고등학생 등
인터넷 / SNS

대학생 및 취업자 등
가족

친구

병원 / 의원

그림 3. 월경 관련 주된 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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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및 지인

학교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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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월경 관리를 위한 필요 정보의 우선순위
단위 : 점수
순위

중고등학생 등

대학생 및 취업자 등

1

월경용품 정보(탐폰, 생리컵 등) (639)

월경용품 정보(탐폰, 생리컵 등) (1,130)

2

월경통 관련 정보 (473)

월경 관련 정신건강(스트레스, 우울감 등) 정보 (816)

3

월경주기 관련 정보 (463)

월경주기 관련 정보 (774)

4

월경 관련 정신건강(스트레스, 우울감 등) 정보 (337)

월경통 관련 정보 (764)

5

기타 (7)

기타 (15)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생리컵만 사용하는 비율은 대학생 및 취업자

중고등학생 등이 월경용품 사용, 생리통 조절 등 월경에

등에서 1.1%로 중고등학생 등의 0.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일회용

대한 정 보를 얻 는 주 된 정 보원 은 가 족 (4 4 .0 %), 인터넷 /

생리대를 주로 사용하고 필요시 탐폰이나 생리컵을 사용하는 비율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35.9%), 친구(17.6%) 순이었으며, 대학생 및

대학생 및 취업자 등에서 각각 15.5%, 2.4%로 중고등학생 등의 8.1%,

취업자 등은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57.4%), 친구(20.2%),

1.1%보다 높았다(그림 1).

가족(17.7%)순으로 그룹 간 차이를 보였다(그림 3).

탐폰을 사 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를 대상으로 탐폰을

월경 관리를 위한 필요 정보의 우선순위 5 ) 는 중고등학생

사용하는 주된 이유를 물어보았을 때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의

등의 경우 1순위로 월경용품 정보(639점), 2순위로 월경통 관련

비율이 61.9%로 가장 높았으며, ‘수영 등 운동을 할 수 있어서’의

정보(473점), 3순위로 월경주기 관련 정보(463점)를 꼽았다. 대학생

비율이 34.4%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생리컵을 사용한 경험이

및 취업자 등은 1순위로 월경용품 정보(1,130점), 2순위로 월경 관련

있는 응답자가 생리컵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탐폰과 동일하게

정신건강(스트레스, 우울감 등) 정보(816점), 3순위로 월경주기 관련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의 비율이 69.2%로 가장 높았으며,

정보(774점)를 꼽았다. 두 그룹 모두 월경용품 정보의 필요도가 가장

‘건강을 위해’의 비율이 15.4%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표 4).

의견으로 탐폰은 ‘편리해서’, 생리컵은 ‘일회용 생리대가 불편해서’
등의 의견이 있었다(그림 2).
월경용품 선택 기준 4 ) 은 중고등학생 등의 경우 1순위로
‘건강에 안전함(517점)’, 2순위로 ‘가격(460점)’, 3순위로 ‘사용할 때

맺는 말

쾌적함(457점)’을 꼽았다. 대학생 및 취업자 등은 중고등학생 등과

중고등학생 등의 99.4%, 대학생 및 취업자 등의 98.1%가

동일하게 1순위로 ‘건강에 안전함(816점)’을 꼽았으며, 2순위로는

지난 1년간 월경용품으로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한 경험이 있어

‘사용할 때 쾌적함(813점)’, 3순위로 ‘구입하기 쉬움(507점)’을 꼽았다.

일회용 생리대의 사용이 일반적이었으나 일부 청소년들은 탐폰이나

월경용품 선택 기준의 기타 의견으로는 지인 추천, 두께, 접착력,

생리컵을 사용한 경험이 있었다. 특히 탐폰은 중고등학생 등의 11.5%,

크기 등이 있었다(표 3).

대학생과 취업자 등의 23.2%가 사용경험이 있었고 주로 일회용
생리대를 쓰면서 필요시 탐폰을 사용하는 형태로 사용하였다.

다. 월경 관련 정보

중고등학생 등 그룹에서 월경용품을 규칙적으로 교환하는 청소년의
분율은 일회용 생리대가 66.0%, 탐폰 65.9%였으며 면 생리대의

4) 문항의 보기 항목 중 1순위로 선택한 경우 3점, 2순위로 선택한 경우 2점, 3순위로 선택한 경우 1점을 부여하고 점수를 산출하여 점수가 큰 순서대로 제시함.
5) 문항의 보기 항목 중 1순위로 선택한 경우 3점, 2순위로 선택한 경우 2점, 3순위로 선택한 경우 1점을 부여하고 점수를 산출하여 점수가 큰 순서대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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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41.4%로 더 낮게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월경용품을 지나치게

① 이전에 알려진 내용은?

길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기적 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교육 및

일회용 생리대가 우리나라 여성의 일반적인 월경용품이나

산업현장에서 여자 청소년들이 원하는 때에 월경용품을 교체할 수

일부 여성들은 탐폰과 일회용 생리대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월경용품 구입비용
② 새로이 알게 된 내용은?

부담이 월경용품의 사용시간 연장 요인이 되지 않는지 살펴봐야

중고등학생보다 대학생과 직장인에서 탐폰, 생리컵을

한다.

사용하는 여성들이 많았다. 청소년들은 월경용품을 선택할 때
월경용품의 선택기준은 중고등학생 등 그룹은 1순위 ‘건강에

건강에 안전함, 가격, 사용 시 쾌적함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안전함’, 2순위 ‘가격’, 3순위 ‘사용할 때 쾌적함’을 꼽았으며, 대학생

사용 시 쾌적함, 운동 등 활동의 자유로움, 건강에 대한 영향
등의 이유로 탐폰, 생리컵을 선택하였다. 학교 보다는 가족과

및 취업자 등 그룹은 1순위 ‘건강에 안전함’, 2순위 ‘사용할 때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친구로부터 월경에 대한

쾌적함’, 3순위 ‘구입하기 쉬움’을 꼽아 월경용품이 건강에 미치는

정보를 얻고 있었으며 월경용품에 대한 정보가 월경 관리를

영향뿐만 아니라 월경용품의 가격, 사용 시 쾌적함이 선택에

위해 가장 필요한 정보였다.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탐폰 또는 생리컵 사용자의
③ 시사점은?

60% 이상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탐폰이나 생리컵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경용품 사용 및 정보 현황에 대한

사용한다고 한 응답을 통해서도 청소년들이 월경용품 사용에 있어

전국적 조사를 통해 일회용 생리대뿐만 아니라 탐폰, 생리컵

안전성뿐만 아니라, 쾌적성에 대한 요구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등 다양한 월경용품에 대한 관심과 사용 경험이 늘고 있으나

그러나 탐폰을 사용하는 여성에서 독성 쇼크증후군이 보고된 바

월경용품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들이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있어[6] 부작용,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월경용품과 월경 관리에 대한 교육과 중재를 하는 것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 연구에서 월경에 대한 주된 정보원은

필요하다.

가족,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친구였으며 청소년들은
월경용품에 대한 정보가 월경 관리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들이 일회용 생리대뿐만 아니라 탐폰,
생리컵 등 다양한 월경용품에 대한 관심과 사용 경험이 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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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e and Perception of Menstrual Hygiene Products among Female
Adolescents in Korea
Park Eunja, Bae Jungeun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perception and experience of menarche and menstruation during adolescence can impact a woman’s lifetime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Although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here is little information about menstrual products written in
Korean.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use and information sources of menstrual hygiene
products among female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in Korea. To that end, we conducted an online survey targeted at
females aged 14-24. The study found that disposable sanitary pads were the most common menstrual hygiene product
among adolescents. However, about 11% of middle/high school students and 23.2% of college/university students and
young adults used tampons and 2.5% of middle/high school students and 6.7% of college/university students and young
adults used menstrual cups. Respondents reported that tampons or menstrual cups were used because they were more
comfortable than disposable sanitary pads. Furthermore, the study found that female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got
information about menstruation from family, friends, the internet, and social media. However, most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y wanted more information on menstrual hygiene products. The findings indicated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more accurate and various information about menstrual hygiene products and their safety and to educate young females
about menstruation management.
Keywords: menstruation, menstrual products, female adolescents, young female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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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rvey respondents
Middle/high school students*

General characteristics

College/university students and
young adults

n

%

n

%

359

100.0

639

100.0

(First year)

1

0.3

(Second year)

27

7.5

(Third year)

102

28.4

(First year)

41

11.4

(Second year)

66

18.4

(Third year)

112

31.2

10

2.8

College/university students and non-workers

322

50.4

College/university students and workers

94

14.7

Non-college/university students and workers

135

21.1

Non-college/university students and non-workers

88

13.8

Total
Occupation
Middle school students

High school students

Non-students

Household income
High

11

3.1

21

3.3

Moderately high

90

25.1

118

18.5

Moderate

181

50.4

305

47.7

Moderately low

67

18.7

156

24.4

Low

10

2.8

39

6.1

* Including females, aged 14-18 who were not middle/high school students

Table 2. The use of menstrual products among female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in Korea
Having experience of the use
of menstrual products within a
year (%)*

Regular change rate of
menstrual products (%)

Regular change interval of
menstrual products (hours)†

Disposable sanitary pads

99.4

66.0

3.5±0.089

Reusable sanitary pads

8.1

41.4

4.6±0.802

Tampons

11.5

65.9

4.0±0.259

Menstrual cups

2.5

55.6

7.0±2.098

Disposable sanitary pads

98.1

64.0

3.6±0.066

Reusable sanitary pads

10.3

56.1

4.2±0.253

Tampons

23.2

73.7

4.1±0.169

Menstrual cups

6.7

60.5

6.9±0.926

Type of menstrual products
Middle/high school students

College/university students and young adults

* Multiple responses available
†Means±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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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90

88.0

80

75.6

70

60

50

40

30

20

10

15.5
8.1
1.1

0.6

0.3

2.4

2.0

1.7

3.8
1.1

0
Middle/high school students

College/university students and young adults

Using only disposable/reusable sanitray pads

Using disposable sanitary pads or tampons

Using disposable sanitary pads or menstural cups

Using only tampons

Using only menstrual cups

Etc

Figure 1. The usage pattern of menstrual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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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ampons

B. Menstrual cups
For less cost than disposable
sanitary pads 1.1%

For heatlh 1.6%

For excercise including
swimming 3.8%

Etc. 1.1%

Etc. 3.8%

For less cost than
disposable sanitary
pads 7.7%

For excercise including
swimming 34.4%

For health 15.4%

For comfortable
use 61.9%

For comfortable
use 69.2%

Figure 2. Main reasons for using tampons or menstrual cups

Table 3. Reasons for selecting menstrual products among Korean female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Unit: score
Rank

Middle/high school students

College/university students and young adults

1

Safe for health (517)

Safe for health (816)

2

Cost (460)

Comfortable use (813)

3

Comfortable use (457)

Ease of buying (507)

4

Convenient for sports activity (296)

Convenient for sports activity (481)

5

Ease of buying (251)

Cost (405)

6

Ease of disposal (122)

Ease of disposal (205)

7

Others (34)

Others (32)

8

Less waste (17)

Less wast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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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57.4

50
44.0

40

35.9

30

20.2
20

17.7

17.6

10

0.3

1.1

2.7

1.1

0.0

0.6

1.1

0.3

0
Middle/high school students

Internat/SNS

Family

College/university students and young adults

Friend

Hospital

Etc

Co-worker and acquaintance

School

Figure 3. Main source of information related menstruation

Table 4. Necessary information for menstrual management among Korean female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Unit: score
Rank

Middle/high school students

College/university students and young adults

1

Menstrual products(tampons, menstrual cups, etc.) (639)

Menstrual products(tampons, menstrual cups, etc.) (1,130)

2

Menstruation Pain (473)

Mental health(stress, depressed, etc.) (816)

3

Menstrual Cycle (463)

Menstrual Cycle (774)

4

Mental health(stress, depressed, etc.) (337)

Menstruation Pain (764)

5

Others (7)

Others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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