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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무작위 임상 연구들에 의하면 폐경기 증후군과 

골다공증의 예방 및 치료 목적으로 시행되는 여성호르

몬치료1,2)가 정맥 혈전 색전증과 폐 색전증의 발생을 증

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3-5) 여성호르몬은 혈액

응고와 관련하여 섬유소 용해를 촉진시키고 플라스미노

겐 활성 억제제-1 (plasminogen activator inhibitor-1)을 감소

시켜서 이롭게 작용하지만 이와는 독립적인 경로로 혈

액응고를 활성화시키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6) 그러나 여성호르몬치료와 관련하여 혈소판 활성화

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어 

Henriksson
7)
과 Thijs 등

8)
은 여성호르몬치료 후 혈소판 활

성이 증가한다고 보고한 반면, Gu 등9), Surya 등10) 그리고 

Selzman 등11) 은 혈소판 활성이 감소한다고 보고하 다. 

한편 Thijs
8)
 의 연구에서는 여성호르몬치료를 실시한 초

기에 혈소판 활성이 증가된다고 했던 반면, Gu 등9)과 

Aune 등12)은 각각 6개월과 1년 동안 여성호르몬을 투여

한 경우 오히려 혈소판 활성이 감소한다고 하여 투여기

간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혈소판 평균 성분(MPC: mean platelet component)은 혈

소판 활성과 관련이 있으며, 혈소판이 활성화될 때 혈소

판내의 알파와 치  과립이 분비되면서13) 그 수치가 감

소하고, 혈소판이 활성될 때 나타나는 CD62P나 혈소판 

막에서 분비되는 p-selectin과도 좋은 상관성을 보인다.
14) 

혈소판 활성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로는 혈소판의 

크기와 관련된 혈소판 평균 성분(MPV: mean platelet 

volume)
15)

, 혈소판 성분 분포폭(PCDW: platelet component 

distribution width)16-17) 등이 있으며, 이들 인자는 모두 유

식세포측정 방법(flow cytometry)을 이용한 자동혈구분석 

장비로 검사가 가능하다.
16,18)

  이 연구는 5년 이상 장기간 여성호르몬 치료를 받은 

여성에서 여성호르몬의 사용이 혈소판 활성과 관련된 

혈소판의 평균 성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위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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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여성호르몬치료가 혈소판 활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기존의 보고들은 상반되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장기간의 여성호르몬 사용이 혈소판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시행하였다.

방법: 한 종합병원 갱년기 센터를 방문한 55세 이상의 건강한 폐경기 여성 중 여성호르몬치료를 5년 이상 투여 받은 

80명을 치료군으로 하였고, 여성 호르몬을 사용한 경험이 없는 82명을 대조군으로 하여, 혈소판 활성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혈소판 평균 성분(MPC), 혈소판 평균 용적(MPV), 혈소판 성분 분포폭(PCDW) 등에 있어 두 군간 평균 차이를 

T 검정으로 알아보았고, 혼란 변수를 통제한 후 MPC의 정상 참조치를 기준으로 혈소판 활성을 정의한 후 다 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교차비를 알아보았다. 

결과: 평균연령은 치료군과 대조군에서 각각 60.1±4.1세, 60.6±4.6세로 차이가 없었다. MPC와 PCDW는 치료군에서 

25.65±1.99 g/dl, 5.3±0.4 pg, 대조군에서 27.97±1.37 g/dl, 5.8±0.58 pg으로 치료군에서 유의하게 낮았고, MPV

는 치료군에서 8.29±0.78 fL, 대조군에서 7.68±0.72 fL로 치료군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치료군에서 혈소판 활성

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혈소판 활성에 대한 치료군의 교차비가 19로 (OR=19, 

P＜0.0001) 혈소판이 활성화 될 가능성이 대조군에 비해 치료군에서 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5년 이상 여성호르몬치료를 실시한 폐경기 여성은 여성호르몬을 사용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 혈소판의 활성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혈소판 활성이 여성호르몬 치료 후 혈전증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한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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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대조군 연구로 시행하 다.

방      법

    1.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2003년도 10월 1일부터 2004년도 1월 31일까지 4개월

간 본원 건강 증진 센터 및 갱년기 클리닉을 방문하여 

종합검진을 받았던 55세 이상의 폐경기 여성 총 162명을 

대상으로 하 다. 이들 대상자 중 황체 호르몬 병합과 

관계없이 여성호르몬치료(conjugated equine estrogen, 

0.625 mg 또는 에스트라디올 2 mg)를 5년 이상 받고 있

는 여성 80명을 치료군으로, 여성호르몬치료를 받은 경

험이 없는 여성 82명을 대조군으로 하 으며, 과거 병력

에서 간장 질환, 갑상선 질환, 암, 당뇨병, 고혈압, 뇌하수

체 질환 등의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 수축기 혈압 160 

mmHg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 100 mmHg 이상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와 alanine aminotransferase (ALT)가 35 

IU/L 이상, 공복 혈당 127 mg/dL 이상, 혈청 알부민 3.0 

g/dL 이하, 혈청 크레아티닌 1.4 mg/dL 이상인 경우는 대

상에서 제외하 다. 치료군의 평균 호르몬 보충 기간은 

8.2±4.1년이었다.

    2. 연구방법

  1) 혈액 채취: 모든 혈액은 8시간 공복 후 아침에 채혈

하 으며, 혈소판 관련검사를 위하여 EDTA 항응고제가 

들어있는 진공관에 5ml의 혈액을 채취하 고 나머지 검

사를 위해서는 항응고제가 들어있지 않은 진공관을 이

용하 다. 채혈 후 분리한 혈청은 -80
o
C에 즉시 보관하

다.

  2) 설문지를 통한 자료 수집: 병력 및 건강행위에 대한 

자료는 설문지 작성에 의하여 수집하 으며 검사 전에 

병력, 흡연, 음주, 운동에 관한 사항을 대상자들이 직접 

기술하도록 하 다. 흡연은 흡연량과 관계없이 현재 흡

연을 하는 경우로 정의하 고, 음주는 술의 종류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음주를 하는 경우로 정의하

다. 운동은 일주일에 일회 이상 규칙적으로 하는지 여

부로, 비타민 복용은 비타민 C, E, 종합비타민 중 한 가지 

이상을 매일 먹는 경우로 정의하 다. 

  3) 신체 계측: 체중과 키는 킬로그램과 센티미터 단위

로 각각 소수점 한자리까지 측정하 으며 체질량 지수

는 체중(kg)/키(m)2으로 계산하 다.

  4) 혈소판 활성 관련인자들 측정: ADVIA 120 자동혈액

분석기(Bayer, terrytown, NY, USA)를 이용하여 채혈 후 30

분 이내에 MPC, MPV, PCDW등을 측정하 다. 자동혈액

분석기는 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ADVIA SETpoint Hema-

tology Control (Bayer, terrytown, NY, USA)과 ADVIA 

OPTIpoint (Bayer, terrytown, NY, USA)을 이용하여 장비상

태를 점검한 후 검사를 실시하 다. 

  5) 임상화학 검사 및 여성 호르몬 분석: 공복혈당, hs- 

CRP,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 도 콜레스테롤 등은 

비색법(colorimetry)을 이용한 ADVIA 1650 전자동 임상화

학분석기(Bayer, terrytown, NY, USA)를 사용하 고, 저

도 콜레스테롤은 Friedewald 공식19)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E2는 전기화학발광면역분석(electrochemi- lumine-

acence immunoassay)을 이용한 Elecsys 2010 (Roche, India-

napolis, IN, USA) 장비로 분석하 다.

    3. 통계 분석

  SAS 통계 팩키지를 이용하여 여성 호르몬 보충과 혈소

판 활성 그리고 관련인자들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대상

인의 특성 및 건강 행위별 비교를 위해 카이제곱 검정과 

T-검정을 하 으며, 치료군과 대조군간의 혈소판 활성 

인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하 다. MPC를 

정상범위(26.6∼29.4 g/dl)의 하한치인 26.6 g/dl을 기준으

로 혈소판 활성 군과 정상군으로 정의하고, 여성 보충 

요법이 혈소판 활성에 미치는 위험도를 알아보기 위해 

다 변량 로지스틱 회귀 분석으로 치료군의 혈소판 활성

에 대한 교차비를 구하 다. 유의수준은 P＜0.001로 하

다. 

결      과

    1.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치료군과 대조군의 평균 연령은 각각 60.1±4.1세와 

60.6±4.6세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체질량 지수와 

혈압은 대조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각각 P＜0.01, P＜

0.001). 운동습관은 치료군과 대조군에서 각각 83.8%, 

54.9%로 치료군에서 유의하게 높았고(P＜0.001), 비타민 

복용 역시 치료군과 대조군에서 각각 62.5%, 39.0%로 

치료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5) 

(표 1).

    2. 혈청 지질과 기타 요인들

  공복 시 혈당과 저 도 콜레스테롤은 대조군에서 유

의하게 높았으며(P＜0.001), 고 도 콜레스테롤과 에스

트라디올 농도는 치료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01). 

혈청 내 총 콜레스테롤, 중성 지방, 그리고 hs-CRP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2).



Jee Aee Im, et al: Effects of Long Term Hormone Therapy on Platelet Activation in Postmenopausal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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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치료군과 대조군에서 혈소판 활성 관련인자 평균 비교

  치료군에서 MPC와 PCDW는 각각 25.65±1.99 g/dl, 5.3

±0.4 pg이었고 대조군에서 27.97±1.37g/dl, 5.8±0.58 pg

으로 호르몬보충 요법을 한 여성에서 유의하게 낮아 혈

소판 활성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혈소판

의 크기와 관련된 MPV는 치료군과 대조군에서 각각 

8.29±0.78 fL, 7.68±0.72 fL로 치료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표 3).

    4. 여성호르몬치료의 혈소판 활성에 대한 교차비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 던 항목들과 기타 혼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나이, 체질량지수, 공복혈

당, 혈압, 저 도 콜레스테롤, hs-CRP, 비타민 복용과 운

동 여부 등을 통제한 후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Table 1. Descriptive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

HT* Non-HT†
Characteristics P-value

group group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N 80 82         
Age (years) 60.1±4.1  60.6±4.6  NS
BMI‡ (kg/m2)  23.1±2.4  24.2±2.8  ＜0.01 
Systolic BP§ (mmHg) 120.3±15.8  135.5±19.8  ＜0.001
Diastolic BP∥ (mmHg)  70.6±10.1  77.5±9.8  ＜0.001
Smoking¶ N (%)     
 Yes  3 (3.8) 2 (2.4) NS
 No  77 (96.2) 80 (97.6)
Exercise** N (%)
 Yes  67 (83.8) 45 (54.9) ＜0.001
 No 13 (16.2) 37 (45.1)
Vit intake†† N (%)
 Yes 50 (62.5) 32 (39.0) ＜0.005
 No 30 (37.5) 50 (61.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values are calculated by χ2 and T-test. 
Data are shown in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 Postmenopausal women with hormone therapy by conjugated 
equine estrogen 0.625 mg or estradiole 2 mg for more than 5 
years. †: Postmenopausal women who have never use estrogen for 
hormone therapy. ‡: body mass index. §: Systolic blood pressure. 
∥: Diastolic blood pressure. ¶: Smoking habit was defined as 
active smoking at the present. **: Exercise more than 1 time per 
week. ††: One or more vitamin intake every day among vitamin 
C, vitamin E, and multivitamin 

Table 2. Lipid profile and other parameters. (mean±SD*)
ꠧꠧꠧꠧꠧꠧꠧꠧꠧꠧꠧꠧꠧꠧꠧꠧꠧꠧꠧꠧꠧꠧꠧꠧꠧꠧꠧꠧꠧꠧꠧꠧꠧꠧꠧꠧꠧꠧꠧꠧꠧꠧꠧꠧꠧꠧꠧꠧꠧꠧꠧꠧꠧꠧꠧ

 HT
†
 Non-HT

‡

Variables P-value
group group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Glucose (mg/dl)  83.1±9.4 96.7±7.8 ＜0.001
Cholesterol (mg/dl)  189.4±36.7 198.7±28.7 NS
Triglyceride (mg/dl) 118.2±57 122.0±57.6 NS
HDL-cholestrol (mg/dl)   59.8±12.6  51.6±10.0 ＜0.001
LDL-cholesterol (mg/dl)  105.9±33.2 122.6±24.9 ＜0.001
hs-CRP§ (mg/L)   0.13±0.51  0.07±0.18 NS
E2
∥ (pg/L)   41.3±43.3    9.9±4.10 ＜0.00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values are calculated by χ2 and T-test.
*: Mean ± standard deviation. †: Postmenopausal women with 
hormone therapy by conjugated equine estrogen 0.625 mg or 
estradiole 2 mg for more than 5 years. ‡: Postmenopausal women 
who have never use estrogen for hormone therapy. §: 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 Estradiol.

Table 3. Parameters related to platelet activation in HT* and 
Non-HT† group. (mean±SD

‡
) 

ꠧꠧꠧꠧꠧꠧꠧꠧꠧꠧꠧꠧꠧꠧꠧꠧꠧꠧꠧꠧꠧꠧꠧꠧꠧꠧꠧꠧꠧꠧꠧꠧꠧꠧꠧꠧꠧꠧꠧꠧꠧꠧꠧꠧꠧꠧꠧꠧꠧꠧꠧꠧꠧꠧꠧ

Variables HT group Non-HT group P-valu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MPV§ (fL)   8.29±0.78   7.68±0.72  ＜0.001
MPC∥ (g/dl)  25.65±1.99  27.97±1.37  ＜0.001
PCDW¶ (pg)     5.3±0.40    5.8±0.58  ＜0.00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values are calculated by T-test.
*: Postmenopausal women with hormone therapy by conjugated 
equine estrogen 0.625 mg or estradiole 2 mg for more than 5 
years. †: Postmenopausal women who have never use estrogen for 
hormone therapy. ‡: Mean ± standard deviation. §: Mean 
platelet volume. ∥: Mean platelet component. ¶: Plateletcrit 
distribution width. 

Table 4. Adjusted logistic regression model* assessing the 
association between hormone therapy† and platelet 
activation‡. 

ꠧꠧꠧꠧꠧꠧꠧꠧꠧꠧꠧꠧꠧꠧꠧꠧꠧꠧꠧꠧꠧꠧꠧꠧꠧꠧꠧꠧꠧꠧꠧꠧꠧꠧꠧꠧꠧꠧꠧꠧꠧꠧꠧꠧꠧꠧꠧꠧꠧꠧꠧꠧꠧꠧꠧ

Odds ratio
§

95% Confidence 
Variables P-value

for platelet activation interval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Hormone therapy 19.00 5.92∼61.03 ＜0.00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Fitness for model; P＜0.001, adjusted for age, exercise, body 
mass index, vitamin use, mean blood pressure, fasting glucose, low 
density cholesterol level, 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level. 
†
: hormone therapy with conjugated equine estrogen 0.625 mg 

or estradiol 2 mg for more than 5 years. ‡: Platelet activation 
was defined as MPC (Mean platelet volume) level was below the 
reference range (2.66∼29.4 g/dl). §: Odds ratio of estrogen use 
compared to no history of estrogen use for platelet activation in 
postmenopausal women



임지애 외: 장기간의 여성호르몬치료가 혈소판 활성에 미치는 영향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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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한 결과 치료군이 대조군에 비해 혈소판이 활성 위

험도가 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Table 4).

고      찰

  이제까지 여성호르몬치료와 혈소판 및 혈액응고에 대

한 단기간 연구는 많이 이루어진 반면, 장기간의 여성호

르몬치료가 혈소판 활성에 미치는 향에 대한 연구는 

보고된 바가 없다. 혈소판 활성은 혈전형성과 죽상경화

증의 주요 위험인자
20)
로, 혈소판이 활성되면 혈소판의 

수용체가 변화하면서 섬유소원(fibrinogen)과 폰 빌레브란

트 인자와의 반응이 쉽게 일어나 혈소판이 응집하게 되

며
21)

 혈소판 표면의 수용체와 세포내 칼슘 농도와 혈소

판 모양이 변하여22), 혈소판내의 알파과립과 치  과립

이 분비기 일어나게 된다.13) 이때 혈소판 내 과립의 분비

로 MPC와 PCDW는 그 수치가 감소하며
14)

 혈소판의 크

기를 나타내는 MPV는 증가한다.23)

  Schindler24) 등과 Murohara25) 등은 비타민 E와 C가 혈소

판 응집과 활성을 막는다고 보고하 는데 이 연구에서

는 치료군에서 비타민 복용이 유의하게 높아 여성호르

몬치료가 혈소판 활성에 미치는 향이 실제보다 적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를 보정하기 위해 

다변량 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한편, 염증반응이나 동

맥경화증의 지표로 알려진 hs-CRP 역시 혈소판 활성을 

유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6)

, 이 연구에서는 치료군

과 대조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van Baal 등27) 의 연구에서는 여성호르몬치료를 실시한 

기간에 상관없이 hs- CRP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저자의 연구 결과와는 차이를 보 다. 

  이 연구에서 혈소판 활성을 나타내는 MPC와 PCDW

는 치료군에서 유의하게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

호르몬치료를 하는 경우 혈소판 활성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두 군간의 차이가 있었던 체질량지수, 공복

혈당, 혈압, 저 도 콜레스테롤, hs-CRP, 비타민 복용과 

운동 여부 등을 보정하기 위해 다 변량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한 결과 여성 호르몬 치료가 혈소판 활성에 

향을 미치는 독립인자임을 알 수 있었다. Cushman
23,28)

 

등의 연구에서도 에스트로겐이 pro-inflammatory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혈액응고와 혈전을 형성하며, 경구용 피

임약과 고농도의 에스트로겐 사용이 과량의 혈전
29)
과 혈

소판의 응집을 증가시킨다고 하 다.30,31) van Ball 등32)은 

여성호르몬치료 후 혈전 발생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혈

액 응고나 혈전 용해 작용의 균형에 나쁘게 작용하기 때

문이라고 하 고, Fitzgerald 등33)은 혈관 내에서 혈전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 혈소판 활성화를 들었는데, 이

는 모두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Gu 등
9)

과 Oian 등34)은 여성 호르몬 치료가 혈소판의 활성을 감

소시키고 혈관 내에서 혈전의 생성을 줄여서 심혈관질

환의 발생을 예방한다고 하여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

다.

  혈소판의 크기 역시 혈소판 활성의 지표가 되는데 혈

소판의 크기가 큰 경우 작은 혈소판에 비하여 혈소판 활

성이 잘 일어나서 재발하는 심근경색의 독립적인 위험

요소로 알려져 있으며15,35), 자간전증(pre-eclampsia)의 경

우에는 혈소판 크기가 증가할 뿐 아니라 질환의 심각성

(severity)과 혈소판 크기에 상관성을 보인다고 하 다.15) 

본 연구에서 MPV는 치료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하 는

데, Henriksson 등은 여성호르몬치료를 실시한 후에 혈소

판의 활성과 MPV 그리고 혈소판 수가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혈전현상이 증가했을 것이라 하 고7,36) Chen 등37)

도 여성 호르몬 보충을 할 경우 혈소판의 응집이 증가하

고, MPV와 혈소판 막의 지방산 소모등이 증가를 보고하

여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 다. 

  한편, 호르몬을 사용한 기간에 따른 혈소판 활성을 보

면 단기간(12주간)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할 경우 혈소판 

활성이 증가하 고 이로 인하여 혈전의 위험이 높아진

다고
8)
 한 반면, 6개월

9)
에서 1년

12) 
동안 여성호르몬치료

를 실시한 경우 혈소판 활성이 감소한다고 하 다. 또한 

Notelovitz38)는 혈소판 활성 뿐 아니라 혈소판 수도 감소

한다고 하 다. Hulley
4)
와 Jick

2)
은 여성 호르몬 치료를 실

시 한 첫해에는 혈전현상이 증가하여 심혈관 질환에 대

한 위험이 증가하지만 호르몬을 사용한 기간이 길어지

면 심혈관에 유익하게 작용한다고 보고하 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여성 호르몬 사용 초기에는 혈소판의 

활성이 증가하지만 그 이후로는 혈소판의 활성이 감소

한다고 보고하 는데 이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호르몬을 

사용한 기간이 1년 미만으로, 5년 이상 장기간 호르몬을 

복용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가 나

온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Nelson 등39)은 투여하는 호르몬의 양에 따라 혈

소판의 활성에 차이가 있으며 저용량의 에스트로겐을 

투여할 경우는 혈소판의 활성이나 혈전혈성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하 는데, 본 연구에서는 여성 호르몬 투

여량에 따른 혈소판 활성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아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로 생각한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비교적 적은 수를 대상으로 한 후

향적 연구이기 때문에 환자 대조군의 모집과정에서 예

측하지 못한 혼란 변수들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간 여성호르몬 보충요법과 혈소판 

활성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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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요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 여성호르몬치료를 장기간 

실시하는 경우 혈소판의 활성이 증가하여 혈전 색전증 

등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에는 

여성호르몬 투여 기간 및 종류, 용량 등에 따른 혈소판 

활성의 차이를 알아보는 전향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S

Effects of Long Term Hormone Therapy on 
Platelet Activation in Postmenopausal Wo-
men

Jee Aee Im, Ph.D., Sang Hwan Kim*, Duk Chul Lee, 
M.D., Ph.D.*

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 MizMedi Hospital,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Yong-dong Severance Hospital

Background: Platelet activation has been implicated in 

the pathogenesis of a number of diseases, which include 

atherosclerosis, coronary vascular disease, and cerebro-

vascular disease. There have been controversies with 

the influence of hormone therapy on platelet activa-

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fine the 

effect of long-term hormone therapy on platelet activa-

tion. 

Methods: We recruited a total of 162 postmenopausal 

women aged 55 and above among wihch eighty heal-

thy postmenopausal women had received hormone ther-

apy for more than 5 years and the remaining eighty- 

two healthy postmenopausal women with no hormone 

therapyapy. Baseline characteristics as well as the pa-

rameters related to platelet activation were compared 

between the two groups using T-test. After platelet 

activation was defined by the reference range, multi-

variat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determining the odds ratio of hormone therapy on 

platelet activation. 

Results: The MPC and PCDW were significantly lower 

in the HT group than the Non-HT group (P＜0.001), 

which suggests that platelets were more activated in 

the HT group more than in the non-HT group. Multi-

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odds 

ratio of the possibility of platelet activation in HT 

group was 19 times (P＜0.001).

Conclusion: Long term hormone therapy increased plate-

let activation significantly, which may be a contri-

buting factor of thromboembolism. (J Korean Acad Fam 

Med 2004;25:75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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