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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e influence of the menopausal transition period on chronic disease remains largely unexplored.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prevalence and incidence rate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outcomes, to establish risk
factors which influence disease occurrence, and to examine sequential change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according to menopausal status.
Methodology/results: Menopausal stages were defined according to the criteria of the Stages of Reproductive Aging
Workshop (STRAW +10). We recruited 4,328 women, aged 42-52 years in the pre-menopause or the early menopausal
transition stage, who underwent a comprehensive health examination at the Kangbuk Samsung Hospital Total Healthcare
Center from August 2014 to December 2016. Among 4,328 women, 2,418 women were followed until December 2016. The
higher prevalence of obesity and hypercholesterolemia was observed in the early menopausal transition. Women in the
early menopausal transition had higher scores of Menopause-specific quality-of-life (MENQoL) than pre-menopause
women. Over time, body mass index, LDL-cholesterol, glucose, insulin and free T4 showed significantly increased per visit.
Further longitudinal studies are necessary to confirm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nclusion: The association between menopausal stages and chronic disease has implications for public health and clinical
research, as a better understanding of chronic disease and its relation to menopausal stages may help in recognizing women
at risk, allowing for appropriate interventions.

들어가는 말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나타난다[1].
여성에서 폐경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폐경은 여성의 월경이 중단되는 상태로 난소 호 르몬인

과정이지만, 폐경이행기(menopause transition) 및 폐경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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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menopausal)에 걸쳐 동반되는 증상이나 질환이 일상생활의

Health Study)는 여성의 만성질환 및 생활습관에 대한 조사를

유지를 방해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1]. 최근 많은 연구에서

실시하였다[7]. 그러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매우

폐경이행기 여성들이 혈관운동 증상, 신경적 증상, 수면장애, 우울

미비한 실정이며 인종, 생활양식 및 식습관 등이 다른 국외 대상자

등 단기적인 정신건강 변화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삶의 질 등 장기적인

연구 결과를 한국인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 또한 선행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2]. 질병관리본부

연구들은 소규모로 진행된 단면조사이거나, 단순 폐경여부에 국한된

국립보건연구원에서 2012~2013년 수행한 단면연구인 ‘폐경기

조사만을 실시하여 폐경진행 상태에 따른 신체·정신건강 지표 및

증상에 대한 행동 양식과 여성건강 관련 실태 조사’에 따르면,

삶의 질의 시계열적 변화와 만성질환 발생의 차이에 대한 결과를

폐경으로 인한 삶의 질을 혈관운동성, 심리사회적, 신체적, 성적

제시하기에 제한점이 있다.

영역으로 나누어 평가하였을 때, 폐경 후 여성들은 전 영역에서 삶의

따라서 이러한 선행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질 저하를 경험하고 있었다[3]. 또한 폐경 후 여성에서 폐경 전에

갱년기 여성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과학적

비해 비만 및 주요 만성질환(당뇨병,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의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여성건강코호트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유병률이 높았다. 이와 같이 폐경 이행에 따른 삶의 질 저하와

우리나라에서 수행한 기존 단면연구 결과의 재현 여부와 폐경 이행에

다양한 질병상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와

따른 건강 상태변화에 대한 인과관계 분석을 위하여 일정 규모

관련된 전향적 연구는 거의 없어 만성질환과 위험인자 사이의

이상의 대상자, 폐경 이행기 전 단계부터 폐경 후까지의 추적기간,

인과관계를 추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폐경 관련 고유인자 등을 고려한 연구결과 도출이 필요하다. 특히

국외에서는 SWAN(Study of Women’s Health Across the

일련의 폐경단계를 거치면서 관찰되는 임상적인 특징, 신체 및

Nation)연구를 포함하여 갱년기 여성건강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정신건강의 변화와 위험인자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생식

이루어져 왔다. SWAN 연구는 미국 내 다민족(multi-ethnic)을

노화 시스템을 고려한 표준화 지표로 널리 여겨지고 있는 폐경단계

대상으로 폐경 이행기 동안 발생하는 생리학적, 정신적 변화를

정의(Executive summary of the Stage of Reproductive Aging

관찰하는 종단(longitudinal)연구로, 1995년부터 2016년까지

Workshop +10, STRAW +10)를 적용한 갱년기 추적관찰 연구를

최대 15번의 추적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갱년기 관련 심혈관질환,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호르몬, 심리질환, 바이오마커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를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연구대상자는 주로 백인 여성(46%)이며,

통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강북삼성병원 서울종합검진센터를

중국계 미국인과 일본계 미국인 여성도 각각 8%, 9% 포함되어

방문한 만 42~52세 여성 중 폐경 전 및 폐경 이행기 전기 여성을

있다. 연구 결과는 인종 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상으로 갱년기 여성건강코호트를 구축해오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계와 일본계는 조기 폐경(약물복용 및 자궁적출술을 제외한

표준화 된 폐경단계 정의를 적용하여 일련의 폐경단계 진행 상태에

40세 이전의 자연적 폐경)을 거의 경험하지 않았다[4]. 열성 홍조(hot

따른 주요 임상적 지표변화와 신체 및 정신적 건강상태 변화를

flash) 또는 야간 발한(night sweat) 증상은 히스패닉계와 아프리카계

조사하고 있다. 폐경이 진행되는 단계별로 신체 및 정신적 질환의

미국인에게서 더 자주 경험했다고 보고되었다[5].

유병률과 발생률을 조사하고, 질환 발생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을

아시아 에 서 는 5 개 국 폐경 여성 1 ,0 0 0명을 대 상으 로

규명함으로써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단면조사(Asian Menopause Survey)가 수행되었으며 각 국가별

한국 여성건강 관리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홍콩) 폐경증상, 호르몬 대체요법에

있을 것이다.

대한 이득, 성생활 실태에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6]. 또 다른
연구로 중국에서 진행한 상하이 여성건강연구(Shanghai Wo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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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말

데이터를 수집하고, STRAW +10의 정의에 따라 개발된 월경주기

조사 설계 및 방법

단계가 변화하는 특정 시점인 폐경 이행기 전기, 폐경 이행기 후기,

추적 로직을 이용해 연구 참여자의 월경주기 상태를 파악하여 폐경

폐경 경험 시 반복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갱년기 여성건강코호트는 국내 중년 여성이 폐경단계를

총 5,000명을 목표로 기저 시점에서 건강검진 문진표를

거치면서 발생하는 신체 및 정신건강 지표 변화를 관찰하고

통해 인구사회학적 특징, 생활습관, 신체계측, 식이조사, 질병력,

만성질환의 발생과 위험인자를 규명하여 향후 갱년기 여성의

여성력, 정신건강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폐경 증상 및 삶의

건강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부터 강북삼성병원

질(MENQoL)설문지를 조사하여 폐경기에 특화된 설문자료를

서울종합건진센터 코호트연구소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추가로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통해 신체계측, 혈청지질,

2014년 4월부터 국내외 문헌고찰 및 동향조사와 전문가

혈당대사, 갑상선호르몬, 상복부 초음파, 골밀도 등의 검진자료도

자문회의를 통해 측정변수 및 ‘폐경 증상 및 삶의 질에 관한 설문

수집하고 있다. 특히, SWAN Study 등 기존 유사 연구에서 포함하지

(Menopause-specific quality of life, MENQoL)’으로 폐경기 관련

못한 HbA1c, Free T4, 지방간 변수를 추가로 조사하였으며 향후

설문도구를 선정하였고, 대규모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갱년기 여성

유전·환경적 요인 발굴 등 연구를 위해 생체시료(혈액, 소변)를 추가

연구 중 가장 대표적인 미국 SWAN의 연구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수집하여 국립보건연구원에 기탁하고 있다. 구체적인 조사 시기 및

국내 실정에 맞는 프로토콜을 설정하였다. 2014년 8월 예비

항목은 표 1과 같다(Table 1).

연구(pilot study)를 시행하였고, 발견된 문제점을 수정·보완한 후

조사 결과

본격적인 코호트를 구축하여 현재까지 추적조사하고 있다.
2011년 발표된 STRAW +10 Expert Report의 최신 폐경단계
정의를 반영하여 대상자는 월경주기 패턴에 따라 폐경단계를

2014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4,519명의 연구 대상자를

폐경 전(pre-menopause; 규칙적인 월경), 폐경 이행기 전기(early

모집하였으며, 연구동의 철회 및 자궁적출 등으로 인해 중도 탈락된

transition; 최근 월경 10주기 이내에 월경주기 간격이 7일 이상

191명을 제외하고 총 4,328명 누적등록 되었다(Table 2). 이들 중

차이나는 주기가 적어도 2번 이상 있었던 경우), 폐경 이행기

2,418명이 재방문하였고, 현재까지 누적된 1차 추적 조사율은 55.9%

후기(late transition; 최근 60일 이상 지속되는 무월경 경험),

이었다.

폐경(post menopause; 1년 이상 무월경) 4단계로 구분하였다.

기저시점에서의 연구 참여자 폐경 단계를 살펴보았을 때

연구대상자 선정 기준은 강북삼성병원 서울종합건진센터를 방문한

폐경 전 여성이 3,907명(90.0%), 폐경 이행기 전기 단계 여성이

만 42~52세 사이의 중년 여성 중 최근 3개월 이내에 월경이 있는

421명(10.0%)이었다. 인구학적 특성 분석 결과, 참여자들의 평균

폐경 전, 폐경 이행기 전기 여성이다. 기저시점에서 최근 60일 이상

나이는 44.5 ± 2.5세였고, 41~45세까지는 폐경 전 단계의 비율이

지속되는 무월경 경험 시(폐경 이행기 후기), 호르몬 대체요법을

높았지만 46세 이후부터는 폐경 이행기 전기에 해당하는 비율이

받은 여성, 최근 월경 10주기 이내에 경구피임약을 복용한 적이 있는

더 높게 나타났다(Figure 1). 연구 참여자의 79.2%(n = 3,213)가

경우, 자궁절제술 또는 양측 난소절제술을 받은 경우, 암 과거력이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교육을 받았고, 68.8%(n = 2,874)의 연구

있는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갑상선 기능저하 또는 기능항진으로

참여자가 월 가구 소득이 400만 원 이상이라고 응답하여 고학력,

약물 복용 경력이 있는 경우, 신부전증이 있는 경우, 반복 조사나

고소득에 해당하는 연구 참여자의 비율이 높았다(Table 3).

연구 동의를 거부한 여성은 제외하였다. 연구 참여 시점 이후부터는

폐경 상태에 따른 갱년기 증상 및 삶의 질을 물어보는 설문으로

참여자의 월경 주기에 맞추어 매월 문자 및 전화연락을 통해 월경력

혈관운동증상, 심리사회증상, 육체적 증상, 비뇨생식기증상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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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variables and point of visit
Method

Category

Contents

Early
transition

Late
transition

Post
menopause

Demographics

Marital status, Education,
Household income

●

-

-

-

Lifestyle

Smoking, Drinking, Physical activity, etc.

●

-

-

-

Nutrition

Food Frequency Questionnaires(FFQ)

●

-

-

-

Disease history

Morbidity, Surgical, Family history, etc.

●

-

-

-

Femininity

Menarche age, Menstrual cycle, Gynecologic
surgery, etc.

●

-

-

-

Mental health

Sleep habit, Stress, Depression

●

●

●

●

Menopause

Menopause Specific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MENQoL)

●

●

●

●

Menstrual cycle

Menstrual date, Period, Amount, etc.

●

●

●

●

Anthropometry

Height, Weight,
Waist circumference, Blood pressure, etc.

●

●

●

●

Serum lipid 1

Total-, HDL-, LDL-Cholestero, Triglyceride

●

●

●

●

Serum lipid 2

Apo A1, Apo B

●

Questionnaires

Physical
examination

Baseline

Glucose metabolismGlucose, HbA1c, Insulin

●

●

●

●

Thyroid hormone

Free T4, TSH

●

●

●

●

Inflammation

hs-CRP

●

-

-

Bone density

DXA

●

-

-

●

●

-

-

-

Ultrasonography, Endoscopy, Breast ultrasonic

Abbreviation: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LDL-: Low density lipoprotein; TSH: Thyroid stimulating hormone; hs-CRP: 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DXA: 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Table 2. Number of study participants
Year

Target number of study
participants

New registration

Cumulative
registration

Final number of participants
(Excluding drop-out)

2014

1,500

1,068

1,068

1,066

2015

2,000

2,320

3,388

3,348

2016

1,500

1,131

4,519

4,328

Total

5,000

4,519

-

4,328

영역의 질을 평가해 보았을 때, 모든 영역에서 폐경 전 여성보다

있었다.

폐경 이행기 전기 여성의 삶의 질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Table 4).

추가적으로 체질량지수(BMI) 기준에 따른 비만 정도를 분석한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생활습관에 있어서 폐경 이행 단계에 따라

결과, 폐경 이행기 전기 단계 여성들에서 비만이 많았으나(폐경 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폐경 이행기 전기

17.2%, 폐경 이행기 전기 20.6%)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허리둘레/

단계의 여성들이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신장비(Waist to height ratio ＞ 0.5)에 따른 복부비만 유병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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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ge distribution according to menopausal stage

Table 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Total

Pre-menopause

Early transition

n(%)

n(%)

n(%)

44.5(2.5)

44.4(2.5)

45.4(2.9)

842(20.8)

751(20.6)

91(22.7)

3,213(79.2)

2,903(79.4)

310(77.3)

＜ ￦4,000,000

314(7.5)

284(7.6)

30(7.2)

≧ ￦4,000,000

2,874(68.8)

2,600(69.2)

274(65.7)

987(23.6)

874(23.3)

113(27.1)

P-value

Characteristics
Age(year)
Mean(SD)

＜ .001

Education
≦ High school
≧ College/University

.316

Household income

No answer

.991

폐경 이행기 전기 단계 여성이 25.7%로 폐경 전 여성 21.2%보다

증가하였다. 지방간, 골다공증은 폐경단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폐경 전 여성에 비해

없었다.

폐경 이행기 전기 단계의 여성에서 주요 만성질환(당뇨병, 고혈압,

연구 참여자의 수면시간은 평균 6.6 ± 1.3시간이었으며, 수면의

고콜레스테롤혈증, 고중 성지방혈증, 저HDL콜레스테롤혈증,

질을 평가했을 때 23.9%가 수면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대사 증후군) 유병률이 증가하 는 경향 을 보였고, 특히 폐경

나타났다. 수면 문제는 폐경 이행단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이행단계에 따라 고콜레스테롤혈증이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으며 폐경 이행기 전기 단계의 여성들이 수면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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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enopause-specific quality-of-life(MENQoL) scores across menopausal stages
MENQoL domains

P-value

Pre-menopause

Early transition

Vasomotor

1.5 ± 0.9

1.6 ± 1.1

.001

Psychosocial

2.4 ± 1.3

2.7 ± 1.4

＜ .001

Physical

2.8 ± 1.2

3.2 ± 1.2

＜ .001

Sexual

2.3 ± 1.5

2.7 ± 1.6

＜ .001

Total score

2.2 ± 1.0

2.6 ± 1.4

＜ .001

Table 5. Metabolic profiles at baseline and during follow-up
1st visit(baseline)

2nd visit

Metabolic profiles
n

Mean ± SD

n

Mean ± SD

Paired t-test
P-value

Glucose

1,051

92.7 ± 11.8

1,051

93.9 ± 13.9

＜ .001

Total cholesterol

1,051

195.6 ± 30.6

1,051

194.0 ± 31.9

.323

Triglyceride

1,051

86.4 ± 46.2

1,051

90.5 ± 50.0

＜ .001

HDL-cholesterol

1,051

66.1 ± 15.5

1,051

66.5 ± 16.0

.162

LDL-cholesterol

1,032

116.8 ± 28.0

1,032

123.2 ± 29.8

＜ .001

HbA1c

1,051

5.5 ± 0.4

1,051

5.5 ± 0.5

＜ .001

Free T4

1,001

1.2 ± 0.2

1,001

1.2 ± 0.2

.016

TSH

1,005

2.3 ± 1.6

1,005

2.3 ± 1.6

.655

Insulin

1,001

5.4 ± 3.4

1,001

5.8 ± 3.6

＜ .001

HOMA-IR

1,001

1.3 ± 0.9

1,001

1.4 ± 1.0

＜ .001

Abbreviation: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LDL-: Low density lipoprotein; TSH: Thyroid stimulating hormone; HOMA-IR: Homeostatic model assessment for
insulin resistance.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트레스, 우울 증상은 폐경
이행단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맺는 말

폐경 단계의 변화를 경험한 대상자에 한해 반복조사 자료를

지난 3년간 약 4천명의 연구 참여자들을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

분석한 결과에서도 폐경 이행 단계 변화에 따라 체중, 체질량지수,

폐경 이행기 전기 단계의 여성은 폐경 전 단계의 여성보다 주요

허리둘레, 체지방량이 유의한 증가추세를 보였고, 혈당, 중성지방,

만성질환(당뇨병,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고중성지방혈증,

저밀도 콜레스테롤, 당화혈색소, Free T4, 인슐린, HOMA-IR이 폐경

저HDL콜레스테롤혈증,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이행 단계 변화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able 5).

보였고, 특히 폐경 이행단계에 따라 고콜레스테롤혈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반복추적조사에서도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혈당, 중성지방, 저밀도콜레스테롤, 당화혈색소, Free T4, 인슐린
농도 및 인슐린 저항성, 폐경기 삶의 질 점수가 폐경 이행단계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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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했던 폐경 이행에 따른 여성의 신체 및 정신건강 상태 변화
추이에 대한 결과로 제시할 수 있으며, 여성의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10.1016/j.fertnstert.2012.01.128. PubMed PMID: 22341880; PubMed
Central PMCID: PMCPMC3340904.
3. 질병관리본부. 2013. 폐경기 증상에 대한 행동 양식과 여성건강관련 실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갱년기
건강관리가 절실하게 필요함을 시사한다.

조사 학술연구용역과제 최종결과 보고서.
4. Huang KE, Xu L, I NN, Jaisamrarn U. The Asian Menopause
Survey: knowledge, perceptions, hormone treatment and sexual

본 연구는 서울지역의 단일 건강검진센터에서 수행하고

function. Maturitas. 2010;65(3):276-83. Epub 2009/12/19. doi:

있어 연구 참여자의 응답률과 충실도가 높아 추적률이 좋은 반면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연구 참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10.1016/j.maturitas.2009.11.015. PubMed PMID: 20018469.
5. Luborsky JL, Meyer P, Sowers MF, Gold EB, Santoro N. Premature
menopause in a multi-ethnic population study of the menopause

우리나라 전체 여성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제한점이

transition. Human reproduction (Oxford, England). 2003;18(1):199-

있다. 향후 다기관 연구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연구를 확장하여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다.

206. Epub 2003/01/15. PubMed PMID: 12525467.
6. Gold EB, Sternfeld B, Kelsey JL, Brown C, Mouton C, Reame N,
et al. Relation of demographic and lifestyle factors to symptoms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연령대별 여성인구는 40대(16.3%),

in a multi-racial/ethnic population of women 40-55 years of age.

50대(16.1%)순으로 가장 높았고 최근 10년간 여성의 고용률이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2000;152(5):463-73. Epub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동시에 45~54세의 여성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8]. 이처럼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2000/09/12. PubMed PMID: 10981461.
7. Zheng W, Chow WH, Yang G, Jin F, Rothman N, Blair A, et al.
The Shanghai Women’s Health Study: rationale, study design,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년 여성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갱년기

and baseline characteristics.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증상에 대한 관리는 점차 더 중요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관련

2005;162(11):1123-31. Epub 2005/10/21. doi: 10.1093/aje/kwi322.
PubMed PMID: 16236996.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8. 통계청. 2016. 201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본 연구에서 구축된 갱년기 여성건강코호트는 폐경 전
시점부터 폐경 시점까지의 장기간 반복추적조사를 통해 어떤
단계에서 공중보건학적 예방 조치가 필요한지 보여주는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폐경이 임박한 시점에 증상이 심해진
후 진단 및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폐경 이행기 초기 단계부터
예방적 차원에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성건강관리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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