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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한국여성의 조기 폐경과 흡연 및 출산 관련 요인과의 관련성 

: 2007, 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조기 폐경된 여성의 사망위험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또한 평균수명이 증가되어 폐경 후 생애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게 

되어 폐경 여성에 대한 보건학적 관점에서의 접근은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이다. 이에 한국여성에서 조기 폐경 현황 및 관련 요인을 파악하여 여성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1차년도(2007), 제4기 2차년도(2008) 자료에서 폐 

경, 자궁절제술이라고 응답하고, 분석에 포함된 변수(소득수준, 결혼여부 및 

결혼상태, 교육수준, 초경연령, 폐경연령, 경구피임약 및 여성호르몬제 복용 

여부, 임신경험, 임신횟수, 출산연령)에 대한 자료 중 결측치가 없는 1,872명 

(조기 폐경 331명, 비조기 폐경 1,541명)을 최종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여성의 평균 폐경 연령은 48.6±5.0세였고, 여 

성의 32%가 폐경, 4.3%가 자궁절제술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폐경 

여성 중 자연적 폐경은 88%, 이차성 폐경은 12%였으며, 폐경 여성의 20%가 조 

기 폐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폐경군(331명)을 대상으로 폐경 연령과 관련된 요인을 연령 및 다른 

변수들을 보정한 결과, 비흡연군에 비해 현재 흡연군에서 폐경 연령을 1.5세 

낮추었고, 임신횟수가 4회 이상인 군에 비해 1회인 군에서 폐경 연령을 3.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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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추었다.  

이차성 조기 폐경을 제외한 287명을 대상으로 폐경 연령과 관련된 요인을 

연령 및 다른 변수들을 보정한 결과, 가구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폐경 연령을 

낮추었다. 출산연령이 30세 이상에서 출산한 경우에 비하여 20~24세에서 출산 

한 경우, 20세 미만에서 출산한 경우 각각 폐경 연령을 2세, 2.6세 낮추었고, 

임신횟수가 4회 이상인 군에 비해 1회인 군에서 폐경 연령을 2.8세 낮추었다.  

일반적 특성 및 출산 관련 요인들이 조기 폐경군에 미치는 비차비를 연령을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출산연령이 30세 이상에서 출산한 경우에 비하여 

20세 미만인 경우 2.74(95% 신뢰구간, 1.35-5.58), 임신횟수가 4회 이상인 군 

에 비해 1회인 경우 2.38(95% 신뢰구간, 1.16-4.87), 경구피임약을 복용한 군 

에 비해 복용하지 않은 경우 1.53(95% 신뢰구간, 1.08-2.15), 음주군에 비해 

비음주군인 경우 1.35(95% 신뢰구간, 1.05-1.75) 위험도가 증가하였다.  

이차성 조기 폐경을 제외한 1,794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및 출산 관련 

요인들이 조기 폐경군에 미치는 비차비를 연령을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 20세 

미만인 경우 3.17(95% 신뢰구간, 1.40-7.20), 1회인 경우 2.71(95% 신뢰구간, 

1.24-5.90), 경구피임약을 복용하지 않은 경우 1.57(95% 신뢰구간,1.08-2.29), 

비음주군인 경우 1.37(95% 신뢰구간, 1.04-1.80) 위험도가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임상적 데이터가 아닌 전국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민 

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연구로 보건 분야에서 여성건강증진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조기 폐경에 대한 추 

가적인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핵심어 : 한국여성, 조기 폐경, 흡연, 출산 관련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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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 여성의 순환계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높으며, 50세 이상 여성의 

사인 중 34%를 차지한다(염순교, 2003). 특히 폐경 여성은 심혈관계 질환 및 

이와 관련된 사망률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Hu 등에 의하면 폐경 연령이 

일년씩 낮아질수록 심혈관 질환의 상대 위험도가 1.03(95% 신뢰구간, 1.01-

1.05) 증가하며, 40세 이전의 조기 폐경인 경우 55세 이후 폐경된 여성과 비 

교 할 때 관상동맥질환 이환이 53% 높아진다(이지영과 정혜원, 2009). 

또한 폐경 후 급격한 골 소실과 수술적으로 난소를 제거한 젊은 여성에게서 

오는 급격한 골 소실은 에스트로겐 결핍으로 인한 것이며, 이는 폐경 후 여성 

의 30%가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최윤, 2000). 특히 평균 수명이 연장됨 

에 따라 골다공증은 고령 연령에서 유병률과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질 

환으로 골다공증성 골절은 발생 첫해의 사망률을 12% 증가시킨다. 65세 이전 

의 골밀도와 골다공증성 골절에 있어 폐경 연령이 중요하며, 조기 폐경이 일 

생 동안의 골절 증가와 의미있는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들은 난소의 기능 

이 골량에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이지영과 정혜원, 2009).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05년 국내 여성의 평균 수명은 81.9세로 2005년에 

서 2010년 동안 여성의 평균 수명은 82.2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의 노인 

인구는 1998년과 비교하여 2025년에 그 두 배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인구 

의 노령화는 인구 증가 문제보다 이후 가장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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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즉, 여성의 폐경은 일반적으로 45~50세에 이루어지므로 일생의 3분의 

1이 넘는 30여년 동안을 폐경 상태로 지내게 된다(김민정과 김장흡, 2009). 

인구학적으로 볼 때 2006년 50세 이상의 폐경 여성 인구는 총 여성의 22.3%를 

차지하며, 2030년에는 약 43.2%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오한진, 2006). 

이처럼 폐경 후 생애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게 되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준비 

단계로 폐경 여성의 건강문제가 강조되고 있다.  

특히 Cooper 등(1998), Snowdon 등(1989), Jacobsen 등(1999), Joakimsen 

등(2000)의 연구에서 조기 폐경된 여성의 사망위험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 

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렇듯 폐경기 여성에서 조기 폐경 인구에 대 

한 보건학적 관점에서의 접근은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이다. 

또한 조기난소부전의 빈도는 40세 이전 1%, 30세 이전에서 0.1%, 20세 이전 

0.01%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소아와 젊은 여성의 암치료 성적이 높아짐에 따 

라 조기 폐경되는 여성의 빈도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이지영과 

정혜원, 2009) 자연적인 일차성 조기 폐경이외, 수술 및 암치료 등으로 인한 

이차성 조기 폐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국내에 발표된 폐경 여성의 조기 폐경 현황 및 관련 요인을 분석 

한 연구는 미비하며 특히 수술 및 암치료 등으로 인한 이차성 조기 폐경을 살 

펴 본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전국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여성을 대상으로 조기 폐경 현황을 파 

악하고 조기 폐경과 관련된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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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제4기 1차년도(2007), 제4기 2차년도(2008) 국민건강영양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여성에서 조기 폐경 현황 및 관련 요인을 연구하여 

여성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경제적 지표 및 건강행태, 출산 관련 요인을 분석한다. 

둘째, 폐경 여성에서 자연적인 일차성 조기 폐경 및 자궁절제술에 의한 이 

차성 조기 폐경 현황을 파악한다. 

셋째, 여성들의 특성과 조기 폐경과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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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폐경 

 

여성에서 연령 증가에 따라 난소의 기능이 소실되면서 성호르몬(난포호르몬 

과 황체호르몬)의 결핍이 유발되고 이에 따라 영구적으로 월경이 없어지는 

것을 폐경이라 하는데 마지막 월경 후 무월경 상태가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정확하게 폐경이라고 정의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정의에 의하면 

폐경은 임신이나 수유와 같은 명확한 유발원인 없이 12개월간의 연속적 무월 

경 상태일 경우로 정의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평균 폐경 연령은 민부기 등(1983)의 연구에서 

47.6세로 보고되었고, 대한보건협회지의 보고(박상화 등, 1993)에 따르면 한 

국여성의 평균 폐경 연령은 49.7세로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30~ 

34세 군에서 0.1%, 35~39세 군은 0.4%, 40~44세 군은 4.0% 그리고 45~49세 군 

에서 33.5%가 폐경되었다고 한다. 또한 오한진(2006)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48~52세경 폐경을 맞이하게 되며, 한국여성의 경우 갤럽조사에 의한 폐경 

연령은 49.7±3.8세라고 하였다. 

외국의 경우, 40세 전에 폐경이 오는 경우는 전체 여성의 1%정도이고, 5~ 

10%의 여성이 45세 이전에 폐경을 경험한다. 미국 여성의 경우, 평균 폐경 연 

령은 51.5세로 우리나라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홍재석, 2000). 

평균적인 여성의 폐경은 51세 전후로 알려져 있는데 반해, 조기 폐경은 

무월경, 고성선자극호르몬증, 에스트로겐 결핍이 특정 인구 집단의 평균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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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편차 이하에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며, 보통 40세를 임의적인 기준으 

로 삼고 있다. 조기 폐경은 자연적인 일차성 조기 폐경과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수술적 난소 절제술 등에 의한 이차성 조기 폐경으로 나눌 수 있다. 젊 

은 여성에서 급격한 삶의 질 변화를 초래하는 주요 질환이지만 아직 그 정의 

나 표준화된 진단 기준, 치료 지침 등의 합의가 부족하여 연구 또는 임상에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이지영과 정혜원, 2009). 

 

2. 폐경의 원인 

 

폐경은 유전적인 노화 현상의 일종으로 근본적인 원인은 아직까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나이가 들면서 난소의 퇴화 현상으로 그 기능이 저하되어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감소가 주된 요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폐경 초기엔 

뇌하수체가 감소된 에스트로겐을 보충하기 위해 난포 자극 호르몬(Follice 

Stimulating Hormone, FSH)이 증가된다. 이렇게 난포 자극 호르몬이 과잉 분 

비되면 난자의 발육이 빨라지며 따라서 월경 주기가 당겨진다. 그 기간도 불 

규칙하게 되고 때로는 배란이 되지 않으며 프로제스테론도 분비되지 않는데 

프로제스테론이 없는 상태에서 약간의 에스트로겐이 계속 분비될 수 있고 부 

신에서 소량의 안드로젠이 분비되어 피하지방에서 에스트론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자궁 내막의 증식을 일으키게 되고 불규칙적인 출혈을 보이 

게 된다(최윤,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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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경기의 증상 

 

1999년 세계 폐경학회(International Menopause Society)의 Council of 

Affiliated Menopause Societies(CAMS)는 폐경과 관련하여 표준화된 정의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2001년 북미폐경학회 주관의 Stage of Reproductive 

Aging Workshop(STRAW)에서는 여성의 생식노화를 7단계로 분류하고 이를 사용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폐경 증상이 나타나기 전, 약 40세를 전후로 하여 난소 기능은 쇠퇴가 시 

작하는데 이 시기를 폐경 이행기(menopausal transition)라 하며 호르몬 변화 

가 가장 많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주폐경기(perimenopause)는 폐경을 기점으 

로 몇 년 동안이며 난소 기능 저하와 이에 따른 에스트로겐 결핍 현상에 의하 

여 월경불순과 기타 폐경 증상이 동반되는 시기로서 폐경 이행기에서 폐경 후 

그림 1. STRAW Staging system : Stages of reproductive aging 



7 

 

1년까지를 의미한다. 에스트로겐의 변화도 폐경이 되기 수년 전인 폐경 이행 

기의 시작으로부터 폐경 1년 후까지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인다(김민정과 김장 

흡, 2009). 

폐경기의 증상은 각 개인의 건강 상태, 비만 상태, 유전적인 소인 및 운동 

상태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perimenopause와 postmenopause에 이르는 

수년에 걸친 통상의 증상들이 대부분 순차적으로 나타난다. 

초기 증상은 월경 주기의 불규칙성, 짧거나 긴 기간, 중증이거나 경증 또는 

기간이 없는 등을 포함하여 월경 패턴의 현저한 변화가 나타난다.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세는 안면 홍조이며 폐경기에 접어든 여성의 70%에서 이 증상을 

경험한다. 안면홍조는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감소하여 피부 모세혈관의 불 

규칙적인 확장으로 흔히 상체의 한 부분에서부터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열감을 

느끼게 되고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고 붉은 반점이 가슴이나 등, 팔에 생길 수 

있다. 또한 폐경기에 심리적인 문제가 동반되어 기분변화, 불안, 초조, 자신 

감 상실, 기억력과 집중력의 감퇴 등이 보이는데, 그 원인이 에스트로겐 감소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에스트로겐 감소로 질과 외음부의 상 

피 세포의 두께가 얇아지고 창백해지며 주름이 없어진다. 또한 점액분비가 저 

하되고 자궁 경부의 위축, 질벽의 탄력성이 저하된다. 이로 인해 질구 협소증, 

성교 통증, 성욕 감퇴 등이 나타나며 소위 요도 증후군이라 불리는 빈뇨, 배 

뇨 곤란, 요실금 등의 증상을 호소한다. 폐경기의 관절통은 흔한 증상으로 그 

정도는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하며, 특히 팔목, 지골, 무릎, 발목 관절 등의 

통증이 심하다. 피부 또한 탄력성을 잃어 거칠어지며, 외상에 약하게 되고 주 

름이 늘고 거칠어진다(최윤,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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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위험한 폐경기의 후기 증상으로는 심혈관계 질환과 골다공증을 들 수 

있다.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결핍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기전은 

아직 확실치 않으나 에스트로겐의 방어력 상실은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증 

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폐경 후 일차적으로 에스트로겐 결핍은 

bone turnover를 증가시켜 파골세포(osteoclast)의 활동력 증가, 골 재흡수 

(bone resorption)의 증가로 인한 골 손실을 급속하게 유발하며, 이차적으로 

는 폐경기 여성에 있어서 골 형성 능력이 감소하게 되어 서서히 골 손실이 일 

어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최윤, 2000). 

 

4. 조기 폐경의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  

 

Mikkelsen 등(2007)의 연구에서 1940~41년에 태어난 2,123명의 폐경 여성을 

대상으로 단면연구를 하였으며, 조기 폐경을 45세 이전에 폐경한 것으로 정의 

하였다. 연구결과 현재흡연은 조기 폐경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폐경 전 

에 10년 이상 금연하는 것은 조기 폐경의 위험을 상당히 감소시켰으며, 총 피 

우는 흡연량은 조기 폐경과 거의 두배의 odds로 유의적으로 높았다. 또한 조 

기 폐경과 높은 교육수준과 높은 경제수준은 유의적으로 낮아지는 결과를 보 

였다.  

멕시코 여성을 대상으로 한 환자-대조군 연구에서는 47세 이전 폐경을 조기 

폐경으로 정의하였으며, 조기 폐경과 짧은 월경주기, 짧은 기간 경구피임약의 

사용, 출생자녀수, 낮은 체질량지수, 낮은 교육수준, 흡연력, 그리고 출생 코 

호트와 의미있는 관련이 있었다(Ortega-ceballos 등,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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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폐경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조기 폐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연구 

마다 조기 폐경의 기준을 달리하였으며, 수술 및 항암치료 등으로 인한 이차 

성 조기 폐경 여성은 배제하여 연구하였다. 특히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구 

체적인 연구결과는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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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틀) 

 

본 연구의 틀은 다음과 같다.  

 

 

 

다변량 분석: 

다중 회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건강상태 변수 

고혈압, 당뇨, 골다공

증, 백내장, 비만, 우

울증 등 

 

사회학적 변수 

연령, 소득, 교육수준, 

결혼상태 등 

 

건강행태 변수 

흡연, 음주, 주관적 건

강상태, 식생활형편 등 

 

출산 관련 변수 

초경연령, 출산연령, 

임신횟수, 호르몬제 복

용 등 

 

단변량 분석: 

t-test,     

χ
2
 test 

•조기폐경(<45세) 

•비조기폐경(≥45세)  

폐경그룹 

그림 2.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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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국민의 건강수준, 건강 관련 

의식 및 행태, 식품 및 영양섭취 실태에 관한 국가 및 시∙도 단위의 대표성과 

신뢰성이 있는 통계자료인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1차년도(2007), 제4기 2차 

년도(2008)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2007년과 2008년 여성 7,871명 중 여성건강설문조사에서 월경여부에 관한 

문항에 응답한 7,093명을 선택하였다. 

7,093명 중, 월경여부에 관한 문항에「폐경, 자궁절제술」이라고 응답한 여 

성 2,57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2,571명 중, 분석에 포함된 변수(소득수준, 결혼여부 

및 결혼상태, 교육수준, 초경연령, 폐경연령, 경구피임약 및 여성호르몬제 복 

용여부, 임신경험, 임신횟수, 출산연령)에 대한 자료 중에 결측치가 있는 경 

우를 모두 제외한 1,872명(2007년 630명, 2008년 1,242명)으로 조기 폐경군은 

331명, 비조기폐경군은 1,541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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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의 선정 

 

가. 사회경제적 지표 

 

조사변수로서 연령, 교육수준, 경제수준, 결혼상태를 파악하였다. 

교육수준은 국민건강영양 조사자료의 교육수준 재분류 코드를 이용하여 초 

졸이하, 중졸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소득수준은 국민건강영양 조사자료의 소득 사분위수(가구)를 이용하였다. 

소득 사분위수(가구)는 성별에 따른 5세 단위 연령 그룹별 가구 균등화 소득 

(가구소득/√가구원수)의 사분위수에 의하여 분류한 것이다.  

결혼상태는 유배우자와 동거 및 별거, 사별, 이혼으로 분류하였다. 

 

나. 신체 계측 및 혈압 

 

신체 계측 및 혈압 측정은 일정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조사자들에 의해 시행 

되었다. 피조사자는 얇은 옷만을 입은 상태에서 신장과 체중을 측정하였는데 

신장은 SECA 신장계 225를 이용하여 숨을 깊게 들여 마신 상태로 수평판을 머 

리의 정점에 닿게 하여 0.1cm까지 측정하였고, 체중은 GL-6000-20을 이용하여 

가운 무게를 보정하여 0.1kg까지 측정하였다. 신장 및 체중에 의한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 : kg/m2)를 산출하였으며,  18.5kg/m2미만을 저체 

중, 18.5kg/m2이상 25 kg/m2미만을 정상,  25 kg/m2이상을 비만으로 판정하였 

다. 허리둘레는 피조사자가 숨을 내쉰 상태에서 줄자가 바닥과 수평면을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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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피부에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 늑골 하단과 장골능선 상단의 중간 

지점을 측정하였으며 줄자는 SECA 200을 이용하여 0.1cm까지 측정하였다. 

혈압은 측정 전 5분간 앉은 자세로 안정 및 측정 전 최소 30여분 금연을 한 

뒤, 측정 팔둘레에 따른 적정 압박대를 선택하여 수은 혈압계로 측정하였으며, 

korotkoff sound phase Ⅰ을 수축기 혈압으로 phase Ⅴ를 이완기 혈압으로 판 

정하였다. 고혈압 유병여부는 수축기 혈압이 120mmHg미만이고 이완기 혈압이 

80mmHg미만일 경우 정상, 수축기 혈압이 120mmHg이상 140mmHg미만이거나 이완 

기 혈압이 80mmHg이상 90mmHg미만일 경우 고혈압 전단계, 수축기 혈압이 

140mmHg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이상, 혹은 고혈압약을 복용할 경우 

고혈압으로 분류하였다. 

 

다. 건강행태 

 

건강행태에서는 흡연여부, 음주여부, 커피섭취빈도, 주관적 건강상태, 평소 

스트레스 인지, 식생활형편 등을 분석하였다. 흡연은 과거흡연(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현재흡연, 비흡연(평생 흡연한적 없음)으로 분 

류하였고, 음주는 평생음주경험에 따라 비음주군과 음주군으로 분류하였다. 

커피섭취빈도는 거의 안 먹음, 하루1회 미만, 하루1회, 하루2회 이상으로 분 

류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5군으 

로 분류하였고, 평소 스트레스 인지는 매우 많이, 많이, 조금, 거의 없음 4군 

으로 분류하였다. 식생활형편은 충분한 양과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좋음),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다양한 음식을 먹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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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경제적으로 어려워 먹을 것이 부족했다(나쁨) 3군으로 분류하여 분석 

하였다. 

   

라. 출산 관련 변수 

 

출산 관련 변수는 검진조사 및 영양조사 항목에 포함된 자료를 이용하여 초 

경 연령, 경구 피임약 복용여부 및 복용기간, 여성 호르몬제 복용여부 및 복 

용기간, 임신횟수, 출산연령 등을 파악하였다.  

 

마.  조기 폐경 

 

조기 폐경의 정의나 표준화된 진단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보통 

임상적인 임의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Mikkelsen 등 

(2007)의 연구 기준에 근거하여 45세 이전에 폐경을 조기 폐경으로 정의하였다.  

첫째, 자연적인 일차성 폐경을 조기(early) 폐경(45세 이전 폐경), 중기 

(median) 폐경(45~54세에 폐경), 후기(late) 폐경(54세 이후 폐경)으로 분류 

하였고, 자궁절제술에 의한 이차성 폐경을 포함하여 최종 네 그룹으로 나누어 

한국여성의 폐경 현황을 분석하였다. 

둘째, 자궁절제술에 의한 폐경까지 포함하여 45세 이전에 폐경한 조기 폐경 

군과 그렇지 않은 군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조기 폐경군 중 이차성 조기 폐경군을 제외한 일차성 조기 폐경군만 

을 대상으로 일차성 조기 폐경군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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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본 연구의 통계분석 방법은 SAS 9.1 version을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폐경 

현황을 폐경 그룹에 따라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사회경제적 지표 및 

건강위험요인별 유병률과 출산 관련 변수에 따라 폐경 그룹군간 유의한 차이 

를 보이는 지 χ2–test와 t-test를 시행하였다. 사회경제적 지표 및 건강행태, 

출산 관련 변수와 폐경 연령과의 관련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시행하였다.  

여러 가지 독립변수에 따른 조기 폐경군의 비차비 분석은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여 비차비와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 통계 

적인 유의성 검정은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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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과 

 

1. 여성건강 및 폐경 현황 

 

가. 여성건강관련 현황 

 

2007년, 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여성건강관련 현황은 표 1과 같 

다. 2007년 여성 2,497명 중, 여성건강설문조사에서 월경여부에 관한 문항에 

응답한 2,263명에서 초경전 15.9%, 월경중 45.7%, 임신중 1.3%, 수유중 1.1%, 

폐경 31.9%, 자궁절제술 4.2%였다.  

2008년 여성 5,374명 중, 여성건강설문조사에서 월경여부에 관한 문항에 응 

답한 4,830명에서 초경전, 월경중, 임신중, 수유중, 폐경, 자궁절제술은 각각 

14.7%, 46.2%, 0.9%, 1.9%, 32%, 4.4%였다. 

 

표 1. 2007년, 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여성 대상자 전체의 여성건강관련  

변수조사 결과 

 

2007년 2008년 

N=2,263 N=4,830 

N(%) N(%) 

연령   

MeanSD 40.222.8 40.522.5 

월경여부   

초경전 360(15.9) 710(14.7) 

월경중 1,033(45.7) 2,233(46.2) 

임신중 29(1.3) 42(0.9) 

수유중 25(1.1) 90(1.9) 

폐경 722(31.9) 1,543(32.0) 

자궁절제술 94(4.2) 2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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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폐경 현황 

 

2007년, 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한국여성의 폐경 현 

황은 표 2와 같다. 

2007년 폐경 및 자궁절제술을 경험한 여성 816명 중, 평균 폐경 연령은 

48.1세였고, 자연적 폐경 여성은 88.5%, 수술에 의한 이차성 폐경 여성은 

11.5%였다. 자연적인 일차성 폐경을 조기(early) 폐경(45세 이전 폐경), 중기 

(median) 폐경(45~54세에 폐경), 후기(late) 폐경(54세 이후 폐경)으로 분류 

한 결과, 각각 19.2%, 61.2%, 8.1%로 나타났다.  

2008년의 경우, 폐경 및 자궁절제술을 경험한 여성은 1,755명이었고 평균 

폐경 연령은 48.9세이었다. 자연적 폐경 여성은 87.9%, 수술에 의한 이차성 

폐경 여성은 12.1%였으며, 조기(early) 폐경, 중기(median) 폐경, 후기(late) 

폐경은 각각 20.1%, 61.1%, 6.7%로 나타났다. 

또한 2007년에 비해 2008년의 조기 폐경과 이차성 폐경의 비율이 다소 증가 

하였다. 

 

표 2. 분석 대상 폐경 여성들의 폐경 관련 변수 조사 결과 

 

2007년 2008년 

N=816 N=1,755 

N(%) N(%) 

폐경연령   

MeanSD 48.15.5 48.94.8 

일차성 폐경 722(88.5) 1,543(87.9) 

조기폐경 157(19.2) 353(20.1) 

중기폐경 499(61.2) 1073(61.1) 

후기폐경 66(8.1) 117(6.7) 

이차성 폐경 94(11.5) 2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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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007년, 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의 폐경 여성 2,571명 중, 자료가 충 

분한 연구 대상자는 총 1,872명으로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3과 

같이 조기 폐경군 331명(17.7%), 비조기 폐경군 1541명(82.3%)이고, 조기 폐 

경군의 평균 연령은 66.6세로 비조기 폐경군에 비해 연령이 높았다(p<.0001).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40대와 70대 이상의 비율은 조기 폐경군이 9.4%, 45.3% 

로 비조기 폐경군보다 많았고, 50대, 60대의 비율은 비조기 폐경군이 35.5%, 

36.1%로 조기 폐경군보다 많았다(p<.0001).  

교육수준은 조기 폐경군이 초졸이하 77.6%, 중졸이상 22.4%로 비조기 폐경 

군보다 교육수준이 낮았다(p=0.0017). 가구 소득수준은 조기 폐경군에서 1사 

분위수 49.9%, 4사분위수 13.0%로 비조기 폐경군에 비해 가구 소득 수준 비율 

이 낮았다(p=0.0004).  

연구대상자 모두 기혼이었으며, 결혼상태는 조기 폐경군은 유배우자와 동거 

는 54.1%로 비조기 폐경군 63.3%에 비해 낮았고, 사별은 42.9%로 비조기 폐경 

군 31.9%에 비해 비율이 높았다(p=0.0011).  

주관적 건강상태는 조기 폐경군이 나쁨과 매우 나쁨의 비율이 각각 39.6%, 

12.4%로 비조기 폐경군에 비해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빴다(p=0006). 평소 스트 

레스 인지는 조기 폐경군이 매우 많이 7.9%, 많이 23%로 비조기 폐경군에 비 

해 높았으나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식생활형편은 조기 폐경군에 

서 나쁨 21.5%, 좋음 28.7%로 비조기 폐경군에서 각각 17.7%, 35.7%에 비해 

영양상태가 조기 폐경군에서 나빴음을 알 수 있었다(p=0.0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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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여부에 따라 비흡연자, 과거 흡연자, 현재 흡연자 비율은 조기 폐경군 

에서 각각 85.4%, 6.7%, 7.0%, 비조기 폐경군에서 90.8%, 4.5%, 4.8%로 나타 

나 연구 대상자의 90%가 비흡연자였다(p=0.0562). 음주의 경우 평생 음주 경 

험 여부에 따라 음주군은 조기 폐경군과 비조기 폐경군이 각각 58.9%, 

67.7%로 나타나 연구 대상자의 66%이상이 음주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p=0.0027). 커피섭취빈도는 조기 폐경군에서 거의 안 마심 28.7%, 하루1회 

미만 21.3%, 하루1회 27.2%, 하루2회 이상 22.8%였으며, 비조기 폐경군에서 

각각 21.5%, 24.2%, 30.5%, 23.9%였다(p=0.0416). 

1회30분 이상, 주5회 이상 걷기 실천율은 조기 폐경군과 비조기 폐경군이 

각각 45.5%, 46.7%였으며,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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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조기폐경군 비조기폐경군 

p-value N=1,872 N=331(17.7) N=1,541(82.3) 

N(%) N(%) N(%) 

연령     

MeanSD 64.19.4 66.610.9 63.59.0 <.0001 

40대 70(3.7) 31(9.4) 39(2.5) <.0001 

50대 604(32.3) 57(17.2) 547(35.5)  

60대 649(34.7) 93(28.1) 556(36.1)  

70대 이상 549(29.3) 150(45.3) 399(25.9)  

교육수준    0.0017* 

초졸이하 1317(70.4) 257(77.6) 1060(68.8)  

중졸이상 555(29.7) 74(22.4) 481(31.2)  

소득수준(가구)    0.0004 

1사분위수(하) 739(39.5) 165(49.9) 574(37.3)  

2사분위수(중하) 521(27.8) 76(23.0) 445(28.9)  

3사분위수(중상) 309(16.5) 47(14.2) 262(17.0)  

4사분위수(상) 303(16.2) 43(13.0) 260(16.9)  

결혼상태    0.0011 

유배우자(동거) 1154(61.7) 179(54.1) 975(63.3)  

유배우자(별거) 37(2.0) 3(0.9) 34(2.2)  

사별 634(33.9) 142(42.9) 492(31.9)  

이혼 47(2.5) 7(2.1) 40(2.6)  

주관적 건강상태    0.0006 

매우 좋음 43(2.3) 9(2.7) 34(2.2)  

좋음 484(25.9) 61(18.4) 423(27.5)  

보통 550(29.4) 89(26.9) 461(29.9)  

나쁨 628(33.6) 131(39.6) 497(32.3)  

매우 나쁨 166(8.9) 41(12.4) 1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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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계속) 

 

 

전체 조기폐경군 비조기폐경군 

p-value N=1,872 N=331(17.7) N=1,541(82.3) 

N(%) N(%) N(%) 

평소스트레스인지    0.0647 

매우 많이 114(6.1) 26(7.9) 88(5.7)  

많이 416(22.3) 76(23.0) 340(22.1)  

조금 871(46.6) 134(40.6) 737(47.9)  

거의 없음 467(25.0) 94(28.5) 373(24.3)  

식생활형편    0.0382 

나쁨 343(18.3) 71(21.5) 272(17.7)  

보통 884(47.3) 165(49.9) 719(46.7)  

좋음 664(34.4) 95(28.7) 549(35.7)  

흡연    0.0562 

비흡연 1682(90.0) 286(85.4) 1396(90.8)  

현재흡연 91(4.9) 22(6.7) 69(4.5)  

과거흡연 96(5.1) 23(7.0) 73(4.8)  

음주    0.0027* 

무 633(33.9) 136(41.1) 497(32.3)  

유 1237(66.2) 195(58.9) 1042(67.7)  

커피섭취빈도    0.0416 

거의 안 마심 420(22.7) 93(28.7) 327(21.5)  

하루1회 미만 438(23.7) 69(21.3) 369(24.2)  

하루1회 552(29.9) 88(27.2) 464(30.5)  

하루2회 이상 438(23.7) 74(22.8) 364(23.9)  

걷기 실천율    0.7255* 

1회30분이상, 주5일 

이상 실천하지 않음 
996(53.5) 180(54.6) 816(53.3)  

1회30분이상, 주5일 

이상 실천자 
865(46.5) 150(45.5) 715(46.7)  

   * : 연속성 수정 X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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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관련 변수와 관련된 요인 

 

 출산 관련 변수와 폐경 그룹간의 관련 요인은 표 4와 같이 조기 폐경군의 

초경연령은 평균 16.2세, 비조기 폐경군 16세였으며, 조기 폐경군의 폐경 연 

령은 평균 40.5세였고, 비조기 폐경군은 50.4세로 두 군간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p<.0001). 연구 대상자 모두 임신경험이 있었으며, 평균 

임신횟수는 5회였고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평균 출산연령은 조기 

폐경군 22.6세로 비조기 폐경군 23.4세보다 빨랐다(p<.0001).  

경구피임약 복용률은 조기 폐경군 14.5%, 비조기 폐경군 21.7%로 조기 폐경 

군의 복용비율이 낮았고(p=0.0039), 경구피임약 복용기간은 평균 12개월로 복 

용기간에 따른 두 군간에 차이는 없었다. 여성호르몬제 복용률은 조기 폐경군 

에서 비조기 폐경군에 비해 복용비율이 낮았고, 복용기간은 조기 폐경군이 

22.5개월로 비조기 폐경군 12개월보다 길었으나 여성호르몬제 복용률 및 복용 

기간에 따른 두 군간의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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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출산 관련 변수와 관련된 요인  

 

전체 조기폐경군 비조기폐경군 

    p-value N=1,872 N=331(17.7) N=1,541(82.3) 

MeanSD MeanSD MeanSD 

초경연령(세) 16.01.9 16.22.2 16.01.9 0.0652 

폐경연령(세) 48.65.0 40.53.3 50.43.2 <.0001 

임신횟수(회) 5.02.3 5.22.4 4.92.3 0.0591 

출산연령(세) 23.33.6 22.63.6 23.43.5 <.0001 

경구피임약 

복용기간(개월) 
12.021* 12.027.5* 12.021.0* 0.2310

†
 

여성호르몬제 

복용기간(개월) 
12.032* 22.558.0* 12.032.0* 0.5732

†
 

*: medianIQR,  
†
: Wilcoxon-rank sum test 

 

     

 

전체 조기폐경군 비조기폐경군 

     p-value N=1,872 N=331(17.7) N=1,541(82.3) 

N(%) N(%) N(%) 

경구피임약 복용    0.0039* 

유 383(20.5) 48(14.5) 335(21.7)  

무 1489(79.5) 283(85.5) 1206(78.3)  

여성호르몬제복용    0.2005* 

유 259(13.8) 38(11.5) 221(14.3)  

무 1613(86.2) 293(88.5) 1320(85.7)  

* : 연속성 수정 X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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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기 폐경군에서 폐경 연령과 관련 요인 

 

가. 조기 폐경군(이차성 조기 폐경 포함)에서 폐경 연령과의 관련성 

 

조기 폐경군 331명을 대상으로 연령을 보정한 후 폐경 연령과 관련된 요인 

에 대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흡연이 조기 폐경군에서 폐경 연령에 관련된 요인을 연령 및 다른 변수들을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 비흡연군에 비해 현재 흡연군이 폐경 연령을 1.5세 낮 

추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351).  

임신횟수의 경우, 조기 폐경군에서 폐경 연령에 관련된 요인을 연령 및 다 

른 변수들을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 임신횟수가 4회 이상인 군에 비해 2~3회, 

1회인 군에서 각각 폐경 연령을 0.3세, 3.3세 낮추었으며 임신횟수가 1회인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06).  

교육수준과 조기 폐경군에서 폐경 연령과 관련이 없었으며, 소득수준이 낮 

을수록 폐경 연령을 낮추었고, 식생활 형편이 좋은 군에 비해 나쁜 군이 폐경 

연령을 0.4세 낮추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음주의 경우, 조기 폐경군에서 폐경 연령에 관련된 요인을 연령 및 다른 변 

수들을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 평생 음주 경험이 있는 군에 비해 없는 군에서 

폐경 연령을 0.3세 낮추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초경연령이 조기 폐경군에서 폐경 연령에 관련된 요인을 연령 및 다른 변수 

들을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초경 연령이 16세 이후였던 군에 비해 16세 이 

전이었던 군에서 폐경 연령을 0.2세 낮추었고, 출산연령의 경우 30세 이후에 

출산한 군에 비하여 25~29세 출산한 경우, 20~24세에 출산한 경우, 20세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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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출산한 경우, 각각 폐경 연령을 1세, 1세, 2세 낮추었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경구피임약 및 여성 호르몬제 복용유무와 조기 폐경군에서 폐경 연령은 관 

련성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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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조기 폐경군에서 일반적특성 및 출산 관련요인과 폐경연령과의 관련성 

N=331 

 회귀계수  SE  T값 P-value 

연령 -0.006 0.02 -0.26 0.7915 

교육수준     

초졸이하     -     -     -    - 

중졸이상 -0.771 0.60 -1.29 0.1977 

소득4분위수(가구)     

4사분위수(상)     -     -     -    - 

3사분위수(중상) -0.460 0.70 -0.66 0.5095 

2사분위수(중하) -0.775 0.65 -1.19 0.2335 

1사분위수(하) -0.841 0.64 -1.31 0.1920 

식생활 형편     

좋음     -     -     -    - 

보통 0.083 0.43 0.20 0.8453 

나쁨 -0.430 0.55 -0.78 0.4355 

흡연     

비흡연     -     -     -    - 

과거흡연 0.667 0.73 0.91 0.3636 

현재흡연 -1.546 0.73 -2.12 0.0351 

평생음주경험     

유     -     -     -    - 

무 -0.300 0.38 -0.79 0.4276 

초경연령     

16     -     -     -    - 

<16 -0.211 0.40 -0.52 0.6012 

출산연령     

30     -     -     -    - 

25~29 -0.983 0.99 -0.99 0.3214 

20~24 -1.003 0.97 -1.04 0.3012 

<20 -1.971 1.03 -1.91 0.0569 

임신횟수     

4+     -     -     -    - 

2~3 -0.306 0.47 -0.66 0.5118 

1 -3.264 0.94 -3.46 0.0006 

경구피임약 복용여부     

유     -     -     -    - 

무 -0.002 0.51 -0.00 0.9972 

여성호르몬제 복용여부     

  유     -     -     -    - 

  무 0.338 0.60 0.57 0.5720 

R-Square = 9.43%      Adj R-sq = 4.20%      F값=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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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차성 조기 폐경군(이차성 조기폐경 제외)에서 폐경 연령과의 관련성 

 

이차성 조기 폐경군을 제외한 일차성 조기 폐경군 287명을 대상으로 연령을 

보정한 후 폐경 연령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가구 소득수준의 경우, 일차성 조기 폐경군에서 폐경 연령에 관련된 요인을 

연령 및 다른 변수들을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이 상인 군에 비해 중상, 

중하, 하인 군에서 폐경 연령을 각각 1.4세, 1.9세, 1.5세 낮추었고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 

출산 연령의 경우, 일차성 조기 폐경군에서 폐경 연령에 관련된 요인을 연 

령 및 다른 변수들을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 30세 이후에 출산한 군에 비하여 

25~29세 출산한 경우, 20~24세에 출산한 경우, 20세 이전에 출산한 경우, 각각 

폐경 연령을 1.5세, 2세, 2.6세 낮추었고 20~24세에 출산한 경우와 20세 이전 

에 출산한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임신횟수의 경우, 일차성 조기 폐경군에서 폐경 연령에 관련된 요인을 연령 

및 다른 변수들을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 임신횟수가 4회 이상인 군에 비해 

2~3회, 1회인 군에서 각각 폐경 연령을 0.8세, 2.8세 낮추었으며 임신횟수가 

1회인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20).  

경구피임약 및 여성 호르몬제 복용유무와 일차성 조기 폐경군에서 폐경 연 

령은 관련성이 없었다.  

일차성 조기 폐경군에서 교육수준과 폐경 연령은 관련이 없었으며, 식생활 

형편이 좋은 군에 비해 보통, 나쁜 군에서 각각 폐경 연령을 0.3세, 0.8세 낮 

추었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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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이 일차성 조기 폐경군에서 폐경 연령에 관련된 요인을 연령 및 다른 

변수들을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 비흡연군에 비해 현재 흡연군이 폐경 연령을 

1세 낮추었고, 음주의 경우, 평생 음주 경험이 있는 군에 비해 없는 군에서 

폐경 연령을 0.2세 낮추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일차성 조기 폐경군에서 초경 연령과 폐경 연령은 관련성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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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일차성 조기폐경군에서 일반적특성 및 출산관련요인과 폐경연령과의 관련성 

N=287 

 회귀계수  SE  T값 P-value 

연령 -0.033 0.02 -1.52 0.1305 

교육수준     

초졸이하     -       -      -    - 

중졸이상 -0.177 0.57 -0.31 0.7551 

소득4분위수(가구)     

4사분위수(상)     -       -       -    - 

3사분위수(중상) -1.435 0.72 -2.00 0.0467 

2사분위수(중하) -1.947 0.65 -3.01 0.0028 

1사분위수(하) -1.465 0.63 -2.33 0.0204 

식생활 형편     

좋음     -       -       -    - 

보통 -0.313 0.41 -0.76 0.4451 

나쁨 -0.843 0.51 -1.66 0.0983 

흡연     

비흡연     -       -       -    - 

과거흡연 0.471 0.64 0.73 0.4638 

현재흡연 -1.032 0.68 -1.51 0.1322 

평생음주경험     

유     -       -       -    - 

무 -0.174 0.35 -0.49 0.6222 

초경연령     

16     -       -       -    - 

<16 0.110 0.37 0.29 0.7696 

출산 연령     

30     -       -       -    - 

25~29 -1.508 1.01 -1.49 0.1382 

20~24 -2.001 0.99 -2.02 0.0442 

<20 -2.631 1.04 -2.54 0.0118 

임신횟수     

4+     -       -       -    - 

2~3 -0.847 0.46 -1.85 0.0651 

1 -2.771 0.89 -3.12 0.0020 

경구피임약 복용여부     

유     -       -       -    - 

무 -0.208 0.49 -0.43 0.6712 

여성호르몬제복용여부     

  유     -       -       -    - 

  무 0.136 0.60 0.23 0.8218 

R-Square = 14.4%      Adj R-sq = 8.65%      F값=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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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기 폐경의 비차비  

 

가. 조기 폐경(이차성 조기 폐경 포함)의 비차비 분석 

 

일반적 특성 및 출산 관련 요인과 조기 폐경군의 비차비 분석은 표 7과 같 

다. 표 7의 모형Ⅰ은 단면연구의 제한점인 전후 관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폐경 

보다 선행된 시점의 원인 변수들을 모형에 넣었으며, 모형Ⅱ는 호르몬제 복용 

여부가 폐경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하여 경구피임약 및 여성 호르몬제 복용 

여부를 모형에 추가하였다. 모형Ⅲ은 일반적 특성 및 출산 관련 특성이 조기 

폐경군에 미치는 비차비를 살펴보기 위하여 변수들을 추가하였다. 

 

모형Ⅰ에서 출산연령이 조기 폐경군에 미치는 비차비를 연령과 모형Ⅰ안의 

모든 변수들을 동시에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 30세 이상에서 출산한 경우에 

비하여 25~29세에 출산한 경우, 20~24세에 출산한 경우, 20세 미만에서 출산 

한 경우, 각각 1.22(95% 신뢰구간, 0.63-2.36), 1.17(95% 신뢰구간, 0.61-2.24), 

2.46(95% 신뢰구간, 1.22-4.95) 증가하였으며 20세 미만에 출산한 경우에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19).  

임신횟수가 조기 폐경군에 미치는 비차비를 연령과 모형Ⅰ안의 모든 변수들을 

동시에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 임신횟수가 4회 이상인 경우에 비하여 2~3회 

임신한 경우, 1회 임신한 경우 보정된 비차비는 각각 1.07(95% 신뢰구간, 0.79 

-1.46), 2.41(95% 신뢰구간, 1.19-4.90) 증가하였고, 1회 임신한 경우에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p=0.0148).  

초경연령, 교육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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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Ⅱ에서 출산연령이 조기 폐경군에 미치는 비차비를 연령과 모형Ⅱ안의 

모든 변수들을 동시에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 보정된 비차비는 30세 이상에서 

출산한 경우에 비하여 20세 미만에서 출산한 경우 2.53(95% 신뢰구간, 1.25-

5.09)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97).  

임신횟수가 조기 폐경군에 미치는 비차비를 연령과 모형Ⅱ안의 모든 변수들 

을 동시에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 임신횟수가 4회 이상인 경우에 비하여 1회 

임신한 경우 보정된 비차비는 2.32(95% 신뢰구간, 1.14-4.71) 증가하였고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204).  

경구피임약 복용여부의 경우, 조기 폐경군에 미치는 비차비를 연령과 모형 

Ⅱ안의 모든 변수들을 동시에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 보정된 비차비는 복용한 

군에 비해 복용하지 않은 군에서 1.50(95% 신뢰구간, 1.06-2.10)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204).  

초경연령, 교육수준, 여성호르몬제 복용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Ⅲ에서 출산연령이 조기 폐경군에 미치는 비차비를 연령과 모형Ⅲ안의 

모든 변수들을 동시에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 보정된 비차비는 30세 이상에서 

출산한 경우에 비하여 20세 미만에서 출산한 경우 2.74(95% 신뢰구간, 1.35-

5.58)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54).  

임신횟수가 조기 폐경군에 미치는 비차비를 연령과 모형Ⅲ안의 모든 변수들 

을 동시에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 임신횟수가 4회 이상인 경우에 비하여 1회 

임신한 경우 보정된 비차비는 2.38(95% 신뢰구간, 1.16-4.87) 증가하였고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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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피임약 복용여부의 경우, 조기 폐경군에 미치는 비차비를 연령과 모형 

Ⅲ안의 모든 변수들을 동시에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 보정된 비차비는 복용한 

군에 비해 복용하지 않은 군에서 1.53(95% 신뢰구간, 1.08-2.15)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59).  

음주가 조기 폐경군에 미치는 비차비를 연령과 모형Ⅲ안의 모든 변수들을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음주군에 비해 비음주군인 경우 1.35(95% 신뢰구 

간, 1.05-1.75) 증가하였다(p=0.0215).  

초경연령, 여성호르몬제 복용여부, 경제수준 및 교육수준, 식생활형편, 흡 

연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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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일반적 특성 및 출산 관련 요인과 조기 폐경의 비차비 분석 

 
OR(95% CI) OR(95% CI) OR(95% CI) 

모형Ⅰ 모형Ⅱ 모형Ⅲ 

연령 1.03(1.01-1.04)*** 1.02(1.01-1.04)** 1.02(1.00-1.03) 
초경연령    

16 1.0 1.0 1.0 
<16 0.97(0.75-1.25) 0.98(0.76-1.27) 0.96(0.74-1.25) 

출산연령    
30 1.0 1.0 1.0 

25~29 1.22(0.63-2.36) 1.25(0.64-2.42) 1.36(0.69-2.66) 
20~24 1.17(0.61-2.24) 1.22(0.64-2.34) 1.34(0.69-2.60) 

<20 2.46(1.22-4.95)* 2.53(1.25-5.09)** 2.74(1.35-5.58)** 
임신횟수    

4+ 1.0 1.0 1.0 
2~3 1.07(0.79-1.46) 1.04(0.76-1.41) 1.01(0.74-1.38) 

1 2.41(1.19-4.90)* 2.32(1.14-4.71)* 2.38(1.16-4.87)* 
교육수준    

초졸이하 1.0 1.0 1.0 
중졸이상 0.88(0.63-1.22) 0.86(0.61-1.20) 0.93(0.65-1.31) 

경구피임약 복용여부    
유  1.0 1.0 

무  1.50(1.06-2.10)* 1.53(1.08-2.15)* 
여성호르몬제복용여부    

  유  1.0 1.0 
  무  0.94(0.64-1.39) 0.87(0.58-1.29) 

소득수준(가구)    
4사분위수(상)   1.0 

3사분위수(중상)   1.02(0.64-1.61) 
2사분위수(중하)   0.93(0.61-1.42) 

  1사분위수(하)   1.29(0.84-1.97) 
식생활형편    

좋음    1.0 
보통   1.24(0.93-1.66) 

나쁨   1.18(0.81-1.71) 
흡연    

비흡연   1.0 
과거흡연   1.29(0.77-2.17) 

현재흡연   1.25(0.75-2.09) 
음주    

유   1.0 
  무   1.35(1.05-1.75)* 

      C=0.619 C=0.625 C=0.641 

모형Ⅰ: 연령, 초경연령, 출산연령, 임신횟수, 교육수준 변수들을 보정 
모형Ⅱ: 모형Ⅰ과 경구피임약 복용여부, 여성호르몬제 복용여부 변수들을 보정 
모형Ⅲ: 모형Ⅱ와 소득수준, 식생활형편, 흡연, 음주 변수들을 보정 
*p<.05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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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차성 조기 폐경(이차성 조기 폐경 제외)의 비차비 분석 

 

이차성 조기 폐경군을 제외한 일차성 조기 폐경군 1,794명을 대상으로 일반 

적 특성 및 출산 관련 요인과 조기 폐경군의 비차비 분석은 표 8과 같다. 

 

모형Ⅰ에서 출산연령이 일차성 조기 폐경군에 미치는 비차비를 연령과 모형 

Ⅰ안의 모든 변수들을 동시에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 30세 이상에서 출산한 

경우에 비하여 25~29세에 출산한 경우, 20~24세에 출산한 경우, 20세 미만에 

서 출산한 경우, 각각 1.49(95% 신뢰구간, 0.69-3.24), 1.36(95% 신뢰구간, 

0.64-2.90), 2.74(95% 신뢰구간, 1.22-6.11) 증가하였으며 20세 미만에 출산 

한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42).  

임신횟수가 일차성 조기 폐경군에 미치는 비차비를 연령과 모형Ⅰ안의 모든 

변수들을 동시에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 임신횟수가 4회 이상인 경우에 비하 

여 2~3회 임신한 경우, 1회 임신한 경우 보정된 비차비는 각각 1.11(95% 

신뢰구간, 0.80-1.56), 2.64(95% 신뢰구간, 1.22-5.68) 증가하였고, 1회 임신 

한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34).  

초경연령, 교육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Ⅱ에서 출산연령이 일차성 조기 폐경군에 미치는 비차비를 연령과 모형 

Ⅱ안의 모든 변수들을 동시에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 보정된 비차비는 30세 

이상에서 출산한 경우에 비하여 20세 미만에서 출산한 경우 2.84(95% 신뢰구 

간, 1.27-6.35)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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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횟수가 일차성 조기 폐경군에 미치는 비차비를 연령과 모형Ⅱ안의 모든 

변수들을 동시에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 임신횟수가 4회 이상인 경우에 비하 

여 1회 임신한 경우 보정된 비차비는 2.54(95% 신뢰구간, 1.18-5.48) 증가하 

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75).  

경구피임약 복용여부의 경우, 일차성 조기 폐경군에 미치는 비차비를 연령 

과 모형Ⅱ안의 모든 변수들을 동시에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 보정된 비차비는 

복용한 군에 비해 복용하지 않은 군에서 1.53(95% 신뢰구간, 1.05-2.22) 증가 

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268).  

초경연령, 교육수준, 여성호르몬제 복용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Ⅲ에서 출산연령이 일차성 조기 폐경군에 미치는 비차비를 연령과 모형 

Ⅲ안의 모든 변수들을 동시에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 보정된 비차비는 30세 

이상에서 출산한 경우에 비하여 20세 미만에서 출산한 경우 3.17(95% 신뢰구 

간, 1.40-7.20)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57).  

임신횟수가 일차성 조기 폐경군에 미치는 비차비를 연령과 모형Ⅲ안의 모든 

변수들을 동시에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 임신횟수가 4회 이상인 경우에 비하 

여 1회 임신한 경우 보정된 비차비는 2.71(95% 신뢰구간, 1.24-5.90) 증가하 

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23).  

경구피임약 복용여부의 경우, 일차성 조기 폐경군에 미치는 비차비를 연령 

과 모형Ⅲ안의 모든 변수들을 동시에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 보정된 비차비는 

복용한 군에 비해 복용하지 않은 군에서 1.57(95% 신뢰구간, 1.08-2.29) 증가 

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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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가 일차성 조기 폐경군에 미치는 비차비를 연령과 모형Ⅲ안의 모든 변 

수들을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음주군에 비해 비음주군인 경우 1.37(95% 

신뢰구간, 1.04-1.80)로 증가하였다(p=0.0260).  

초경연령, 여성호르몬제 복용여부, 경제수준 및 교육수준, 식생활형편, 흡 

연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37 

 

표 8. 일반적 특성 및 출산 관련 요인과 일차성 조기 폐경의 비차비 분석 

 
OR(95% CI) OR(95% CI) OR(95% CI) 

모형Ⅰ 모형Ⅱ 모형Ⅲ 

연령 1.04(1.02-1.06)*** 1.04(1.02-1.05)*** 1.03(1.01-1.05)*** 

초경연령    

16 1.0 1.0 1.0 

<16 0.85(0.64-1.13) 0.86(0.65-1.14) 0.84(0.63-1.11) 

출산 연령    

30 1.0 1.0 1.0 

25~29 1.49(0.69-3.24) 1.54(0.71-3.35) 1.73(0.79-3.82) 

20~24 1.36(0.64-2.90) 1.43(0.67-3.06) 1.62(0.75-3.50) 

<20 2.74(1.22-6.11)* 2.84(1.27-6.35)* 3.17(1.40-7.20)** 

임신횟수    

4+ 1.0 1.0 1.0 

2~3 1.11(0.80-1.56) 1.07(0.76-1.50) 1.03(0.73-1.45) 

1 2.64(1.22-5.68)* 2.54(1.18-5.48)* 2.71(1.24-5.90)* 

교육수준    

초졸이하 1.0 1.0 1.0 

중졸이상 0.72(0.49-1.04) 0.70(0.48-1.02) 0.80(0.54-1.18) 

경구피임약 복용여부    

유  1.0 1.0 

무  1.53(1.05-2.22)* 1.57(1.08-2.29)* 

여성호르몬제복용여부    

  유  1.0 1.0 

  무  0.89(0.57-1.38) 0.82(0.53-1.28) 

소득수준(가구)    

4사분위수(상)   1.0 

3사분위수(중상)   1.33(0.78-2.27) 

2사분위수(중하)   1.29(0.79-2.12) 

  1사분위수(하)   1.62(0.99-2.64) 

식생활형편    

좋음    1.0 

보통   1.31(0.95-1.80) 

나쁨   1.24(0.83-1.85) 

흡연    

비흡연   1.0 

과거흡연   1.48(0.87-2.52) 

현재흡연   1.16(0.67-2.01) 

음주    

유   1.0 

  무   1.37(1.04-1.80)* 

 C=0.661 C=0.667 C=0.683 

모형Ⅰ: 연령, 초경연령, 출산연령, 임신횟수, 교육수준 변수들을 보정 
모형Ⅱ: 모형Ⅰ과 경구피임약 복용여부, 여성호르몬제 복용여부 변수들을 보정 
모형Ⅲ: 모형Ⅱ와 소득수준, 식생활형편, 흡연, 음주 변수들을 보정 
*p<.05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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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 찰 

 

인구가 노령화되면서 폐경 후 생애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게 되어 폐경 여성 

의 건강문제가 중요하며, 특히 조기 폐경된 여성의 사망위험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조기 폐경의 보건학적 관점 

에서의 접근은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이나 국내에 조기 폐경 현황 및 관 

련 요인에 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07년, 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여성을 

대상으로 조기 폐경 현황 및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폐경 연령은 48.6±5.0 세였고, 이는 1993 년 대한 보 

건협회지의 평균 폐경 연령이 49.7 세, 오한진(2006) 자료에 의한 폐경 연령이 

49.7±3.8 세의 보고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여 

성의 32%가 폐경 여성이었고, 4.3%가 자궁절제술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폐경 여성 중 자연적 폐경은 88%, 이차성 폐경은 12%였으며, 폐경 여성 

의 20%가 조기 폐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폐경군에서 연령을 보정하여 일반적 특성 및 출산 관련 요인을 분석한 

결과, 비흡연 군에 비해 현재 흡연군이 폐경 연령을 1.5 세 낮추었고 일차성 

조기 폐경군에서는 흡연과 폐경 연령은 관련성이 없었다. 조기 폐경군에서의 

결과는 Kinney 등(2006) 연구와 Kota 등(1998)의 연구에서 비흡연자에 비해 

현재 흡연자가 폐경 연령을 0.75 세 낮춘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임신횟수의 경우, 조기 폐경군에서 연령을 보정하였을 때, 임신횟수가 4 회 

이상인 군에 비해, 1 회인 군에서 폐경 연령을 3.3 세 낮추었으며, 일차성 조 

기 폐경군에서는 2.8 세 낮추었다. 이는 Kota 등(1998)의 연구에서 출산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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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여성에 비해 3 회 이상인 경우 폐경 연령을 0.86 세 늦춘다는 결과와 유 

사하였다. 

일반적 특성 및 출산 관련 요인과 조기 폐경군의 비차비 분석에서 연령을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 출산연령이 30 세 이상에서 출산한 경우에 비하여 20 세 

미만에서 출산한 경우 2.74(95% 신뢰구간, 1.35-5.58) 증가하였고, 일차성 조 

기 폐경군에서는 3.17(95% 신뢰구간, 1.40-7.20) 증가하였다. 이는 선행연구 

의 부재로 차이를 논할 수 없었다.  

일반적 특성 및 출산 관련 요인과 조기 폐경군의 비차비 분석에서 연령을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 임신횟수가 4회 이상인 경우에 비하여 1회 임신한 경 

우 보정된 비차비는 2.38(95% 신뢰구간, 1.16-4.87) 증가하였고 일차성 조기 

페경군에서는 2.71(95% 신뢰구간, 1.24-5.90) 증가하였다. 이는 Ortega-ceballos 

등(2005)의 연구에서 임신횟수가 2회 이상인 군에 비해 2회 미만인 경우 조기 

폐경의 비차비가 1.63(95% 신뢰구간, 1.03-2.57) 증가한다는 결과와 유사하였 

고, Mikkelsen 등(2007)의 연구에서 조기 폐경이 출산력과 관련이 없다는 결 

과와 차이가 있었다. 

경구 피임약 복용여부가 조기 폐경군에 미치는 비차비를 연령을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 복용한 군에 비해 복용하지 않은 군의 경우 1.53(95% 신뢰구간, 

1.08-2.15) 증가하였고 일차성 조기 폐경군에서는 1.57(95% 신뢰구간, 1.08-

2.29) 증가하였다. 이는 Ortega-ceballos 등(2005)의 연구에서 경구피임약을 

5년 이상 복용한 군에 비해 1~5년 복용한 군, 1년 미만 복용한 군에서 조기 

폐경의 비차비가 각각 2.01(95% 신뢰구간, 0.72-5.56), 2.63(95% 신뢰구간, 

1.10-6.29) 증가한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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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 및 출산 관련 요인과 조기 폐경군의 비차비 분석에서 연령을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 음주군에 비해 비음주군인 경우 1.35(95% 신뢰구간, 

1.05-1.75) 증가하였고, 일차성 조기 폐경군에서는 1.37(95% 신뢰구간, 1.04 

-1.80) 증가하였다. 이는 Kinney 등(2006)의 연구에서 비음주군에 비해 일주 

일에 5~7 회 음주하는 여성이 폐경을 2.2 년 늦추었다는 결과와 유사하였고, 

Mikkelsen 등(2007)의 연구에서 음주가 조기 폐경군의 비차비에 관련이 없다 

는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조기 폐경군 및 일차성 조기 폐경군에 미치는 비차비를 연령을 보정하여 분 

석한 결과, 경제수준 및 교육수준은 관련성이 없었다. 이는 Mikkelsen 등 

(2007)의 연구에서 높은 경제수준과 교육수준이 조기 폐경군에 미치는 비차비 

가 각각 0.60(95% 신뢰구간, 0.39-0.98), 0.50(95% 신뢰구간, 0.34-0.72) 감 

소한다는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흡연의 경우 일반적 특성 및 출산요소와 관련된 조기 폐경군 및 일차성 조기 

폐경군의 비차비 분석에서 관련성이 없었다. 이는 Cramer 등(1995) 연구에서 

비흡연자에 비해 현재 흡연자가 자연 폐경의 위험을 1.31배 올리고, Mikkelsen 

등(2007)의 연구에서 비흡연자에 비해 현재 흡연자가 조기 폐경의 위험성을 

1.93배 올린다는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단면연구로 수행된 조사로써 사회경제적 지표 및 건강행태, 출산 

관련 요인이 조기 폐경군에 미치는 영향의 전후 관계를 보장할 수 없으며, 이 

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폐경보다 선행된 시점의 원인 변수들만을 분석 

한 결과, 폐경보다 선행된 시점임을 보장할 수 없는 변수들을 모형에 넣어 

분석하였을 때와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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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부적합한 여성을 제외한 과정에서 선택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 

다. 나이가 많은 연령층에서 기억력에 의존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 

며, 각종 질환의 유병여부를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조사한 것이므로 잘못된 기 

억 정보에 의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조기 폐경군의 평균 연령이 비조기 폐경군에 비해 높았으며 사회경제적 지 

표 및 건강행태, 출산 관련 요인 등이 연령의 영향이 크므로, 연령을 보정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월경주기나 월경기간 등의 변수를 포함하지 못하였으며, 이 

차성 폐경의 경우, 방사선 치료 및 약물 복용 등 여러 원인에 대한 평가가 이 

루어지지 않아 자궁절제술 경험이 있는 대상자만을 포함하였다. 향후에는 월 

경주기 및 월경기간, 이차성 폐경의 원인에 따른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조기 폐경군에서 폐경 연령과 유의 

한 관련성이 있게 나온 결과 중, 출산연령 및 임신횟수의 경우는 폐경보다 선 

행된 시점이므로 어느 정도 전후 관계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임상적 데이터가 아닌 국가 및 시·도 단위의 대표성과 신뢰성이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연구로 보건 분야에서 여성건강증진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조기 폐경에 대 

한 추가적인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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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 연구는 한국여성의 조기 폐경 현황 및 관련 요인 분석을 위하여 2007년, 

2008년 국민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여성의 평균 폐경 연령은 48.6±5.0세 였 

고, 여성의 32%가 폐경, 4.3%가 자궁절제술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폐경 여성 중 자연적 폐경은 88%, 이차성 폐경은 12%였으며, 폐경 여성의 20% 

가 조기 폐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폐경기 여성 1,872명(2007년 630명, 2008년 1,242명)을 대상으로 분 

석한 결과, 비조기 폐경군(≥45세)에 비해 조기 폐경군(<45세)의 평균 연령이 

높았고, 교육수준 및 가구 소득수준은 낮았다. 비조기 폐경군에 비해 조기 폐 

경군에서 현재 흡연과 과거 흡연의 비율이 높았고, 음주 및 커피 섭취의 비율 

은 낮았다. 주관적 건강상태 및 식생활형편은 조기 폐경군에서 낮았다.  

셋째, 출산 관련 변수와 관련된 요인에서는 비조기 폐경군에 비해 조기 폐 

경군이 출산 연령이 빨랐고, 경구 피임약 복용비율이 낮았다. 초경연령, 임신 

횟수, 여성호르몬제 복용여부는 차이가 없었다. 

넷째, 조기 폐경군(331명)을 대상으로 폐경 연령과 관련된 요인을 연령 및 

다른 변수들을 보정한 결과는 비흡연군에 비해 현재 흡연군에서 폐경 연령을 

낮추었고, 임신횟수가 4회 이상인 군에 비해, 1회인 군에서 폐경 연령을 낮추 

었다.  

다섯째, 일차성 조기 폐경군(287명)을 대상으로 폐경 연령과 관련된 요인을 

연령 및 다른 변수들을 보정한 결과, 가구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폐경 연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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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추었다. 출산연령이 30세 이상에서 출산한 경우에 비하여 20~24세, 20세 미 

만에서 출산한 경우 폐경 연령을 낮추었고, 임신횟수가 4회 이상인 군에 비해, 

1회인 군에서 폐경 연령을 낮추었다.  

여섯째, 일반적 특성 및 출산 관련 요인들이 조기 폐경군 및 일차성 조기 

폐경군에 미치는 비차비를 연령을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출산연령이 

20세 미만인 경우, 임신횟수가 1회인 경우, 경구피임약을 복용하지 않은 경우, 

비음주군인 경우에서 증가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폐경 연령과 현재흡연, 임신횟수가 관련 

있었고, 조기 폐경군의 관련 요인은 출산연령, 임신횟수, 경구피임약 복용여 

부, 음주로 나타났다. 한국인을 대표하는 집단에서 조기 폐경의 현황 및 관련 

요인을 밝혀 여성 건강의 기본 자료를 마련한 첫 연구라는데 큰 의의를 두며, 

이 연구를 바탕으로 조기 폐경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제 

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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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건강위험요인별 유병률 

 

전체 조기폐경군 비조기폐경군 

 p-value N=1,872 N=331(17.7) N=1,541(82.3) 

MeanSD MeanSD MeanSD 

체중(kg) 56.58.6 55.49.0 56.88.5 0.0112 

신장(cm) 152.66.0 151.06.0 153.06.0 <.0001 

허리둘레(cm) 83.69.5 83.69.6 83.69.5 0.9276 

체질량지수(kg/m
2
) 24.23.2 24.33.4 24.23.2 0.8699 

수축기혈압(mmHg) 123.818.5 126.620.3 123.218.1 0.0049 

이완기혈압(mmHg) 75.810.0 75.410.0 75.810.0 0.4783 

  N(%)   N(%) N(%)  p-value 

골다공증     0.6982* 

유 412(22.0) 76(22.9) 336(21.8)  

백내장     0.0003* 

유 423(22.6) 100(30.2) 323(21.0)  

우울증     0.1635* 

유 419(22.4) 64(19.3) 355(23.0)  

자궁경부암     0.2634
†
 

유 13(0.7) 4(1.2) 9(0.6)  

뇌졸증     0.4000* 

유 88(4.7) 19(5.7) 69(4.5)  

심근경색증,협심증    1.0000* 

유 88(4.7) 16(4.8) 72(4.7)  

비만     0.7496 

저체중 45(2.4) 7(2.1) 38(2.5)  

정상 1075(58.0) 185(56.6) 890(58.3)  

비만 733(39.6) 135(41.3) 598(39.2)  

고혈압     0.1200 

정상 601(32.5) 92(28.1) 509(33.5)  

고혈압전단계 405(21.9) 71(21.7) 334(22.0)  

고혈압 841(45.5) 164(50.2) 677(44.5)  

당뇨병     0.1307 

정상 1081(62.6) 169(57.9) 912(63.6)  

공복혈당장애 382(22.1) 69(23.6) 313(21.8)  

당뇨병 263(15.2) 54(18.5) 209(14.6)  

* : 연속성 수정 X
2
    

†
 :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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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 between Korean Women`s Early Menopause and 

Smoking, Pregnant Factors:  

By using 2007, 2008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Hyo Sung Cha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eejin Kimm, Ph.D.) 

 

Women via the early menopause shows higher risk of death than women 

with normal stage. Indeed, living years has been increased after 

menopause as average life expediency has been higher up so that the 

approach in terms of public health care to the women is so important and 

in need. For this reason,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ctual 

condition of Korean women’s early menopause and the related factors, 

and to provide this study as basic source to maintain and increase 

women’s health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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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bject of the study was selected 1,872 answers( 331 of the early 

menopause, 1,541 of non-early menopause) responding for menopause and 

hysterectomy and showing no missing value from the variables included in 

the analysis(income, marital status, education, the menarche age, the 

menopausal age, the contraceptive related medicine or device use status, 

pregnant experience, number of pregnancy, pregnant age) in  the 1st 

year(2007) and the 2nd year (2008) of the 4th term of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Average menopausal age of participants for the Survey is 48.6±5.0, 

and 32% has menopausal experience and 4.3% has hysterectomy. In addition 

to, among the menopausal women, 88% of them have naturally passed 

through the menopausal process, and 12% of them have experience of 

secondary menopause, and 20% of them answered their menopausal 

experience as the early-happened then expected.  

For the early menopause group(331 women), as the result of correcting 

other variables and age related to menopause, smoking group meets 

menopause 1.5 year earlier than non-smoking group, and 1 time of 

pregnancy group has 3.3 year earlier menopause experience than over 4 

times of pregnancy group.  

First early menopause group(287 women), as the result of correcting 

age and other variables related to menopausal age, low-income group 

meets menopause earlier than high-income group. For pregnant age is less 

than 20 year olds and 20~24 year olds groups have each 2.6 year, 2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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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ier menopause experience than over 30 year olds group. And 1 time of 

pregnancy group has 2.8 year earlier menopause experience than over 4 

times of pregnancy group.  

There are results of the analysis by correcting odds ratio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pregnant factors involved to the early menopausal 

group; 2.74(95% CI, 1.35-5.58) for pregnant age is less than 20 year 

olds compared to more than 30 year olds, 2.38(95% CI, 1.16-4.87) 1 time 

of pregnancy group compared to 4 times of pregnancy, 1.53(95% CI, 1.08-

2.15) for the contraceptive medicine non-taking group compared to the 

taking group, and 1.35(95% CI, 1.05-1.75) for non-drinking alcohol group 

compare to drinking group is increased. 

There are results of the analysis by correcting odds ratio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pregnant factors involved to the first early 

menopausal group(1,794 women); 3.17(95% CI, 1.40-7.20) for pregnant age 

is less than 20 year olds compared to more than 30 year olds, 2.71(95% 

CI, 1.24-5.90) 1 time of pregnancy group compared to 4 times of 

pregnancy, 1.57(95% CI, 1.08-2.29) for the contraceptive medicine non-

taking group compared to the taking group, and 1.37(95% CI, 1.04-1.80) 

for non-drinking alcohol group compare to drinking group is increased. 

The study was performed not in the base of clinical data but by using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done for national 

sample groups so that it can be used for basic resource to research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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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field like health improvement for women, and it needs to have 

further studies for the early menop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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