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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경 전에 부인과 질환으로 전자궁적출술을 시행할

때 난소의 보존 여부는 오랜 기간 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1-4 자궁적출술 시행시 보존된 난소에서 언제

라도 난소 종양이 발생할 수 있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난소암의 발생 빈도가 높아져5,6 이들 발생을 예방할 목

적으로 폐경 전 환자라도 자궁적출술 시 일률적으로 양

측 난소를 절제하자는 주장이 있으나7,8,9, 10 생활 수준의

향상과 의료 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연장됨으로써

호르몬 대치 요법이 필요한데 장기간 약을 복용할 경우

환자의 순응도가 떨어지는 것과 부작용을 고려할 때 가

능하면 난소를 보존하자는 의견도 있다.11 또한 폐경 후

에도 안드로젠과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하는 등 난소의

내분비 기능이 계속됨을 간과해서는 안된다.12, 13 , 14 폐경

전에 양측 난소를 모두 절제하면 호르몬의 급격한 감소

로 심한 내분비적 불균형이 발생하여 폐경 증후군이 급

격히 발현되고 안드로젠과 테스토스테론의 감소로 성욕

이 감퇴하는 등 삶의 질을 저하시키므로15, 16 최근에는

난소암 발생의 가족력이 있거나 배란 유도제 (fertility

agent)를 사용하여 불임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여성

이나 미산부 등 난소암의 고 위험군, 호르몬 대치 요법

의 명백한 금기증이 있는 경우, 또는 수술 시야에서 난

소의 병변이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난소를 보존하

려는 경향이 있다.
양성 부인과적 질환으로 전자궁적출술을 시행 받는

환자에게서 육안적으로 정상 소견을 보이는 난소를 절

제할 것인가, 보존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임

전자궁적출술이 보존된 난소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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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 To assess the impact of premenopausal total abdominal hysterectomy (TAH) on the function
of remaining ovaries by reviewing the menopausal age in patients treated with total abdominal hysterectomy.

Methods : We retrospectively reviewed medical records of 510 women previously treated with TAH or
TAH with unilateral salpingo-oophorectomy (USO) due to benign disease at the department of Obstetric and
Gynec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between Jan, 1989 and Dec, 1992. Out of 510 women,
94 women who were thoroughly follwed up were included in the study, and their meopausal age based on
patients symptoms were compared to those of the control group.

Result : Mean menopausal age in patients treated with TAH was 46.3±3.0 years and in the normal
control group was 49.1±3.2 years. The mean age of menopause was significantly lowered in patients treated with
TAH/TAH with USO (P<0.001). There was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ge at operation and menopausal age.

Conclusion : According to this study, TAH accelerated ovarian dysfunction, and younger the patient is
at the time of operation, earlier the menopause. Therefore, woman treated with TAH is at risk of early
menopause and should receive adequate hormone replacement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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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보존된 난소 조직이 기대되

는 폐경 연령에 이르기 전에 정상적인 내분비 기능을 소

실한다는 보고와17, 18 단순히 난관 결찰술만 시행한 경우

에도 난소의 기능이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이 있어19 저

자들은 폐경전 전자궁적출술을 시행 받은 환자를 대상

으로 수술 후 폐경 까지의 기간과 그 결과를 자연 폐경

여성의 폐경 연령과 대조 관찰함으로써 전자궁적출술이

보존된 난소의 기능에 의의있는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를 규명하기 위해 본 조사 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1989년 1월부터 1992년 12월까지 양성 부인과적 질환

으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세브란스 병원 산부인

과에서 전자궁적출술 또는 전자궁적출술 및 일측 난소

난관 절제술을 시행 받은 35세에서 45세사이의 폐경 전

여성 510명중 추적 검사가 가능했던 94명의 환자를 대상

으로 하였다. 대상 환자군 모두 복식 전자궁적출술을 시

행하였고 이전에 제왕 절개술, 자궁 근종 절제술, 양성

난소 종양 절제술 등의 골반 장기 수술을 받은 기왕력이

있는 환자와 당뇨, 갑상선 질환 등의 내분비학적 병력이

있는 환자,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는 환자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대조군으로는 2000년 5월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폐경 클리닉에 내원한

자연 폐경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조군 (n=150 )
평균 = 49. 1세

대상 환자군 (n=94 )
평균 = 46. 3세

Fig.1 Scattergram of the age at menopause in 150 women who had undergone a spontaneous menopause
and in 94 women after TAH / TAH with USO (p<0.01)

2. 연구방법

대상 환자군에서 반복되는 안면 홍조, 발열, 발한, 심

계 항진, 질 건조증 등 폐경 초기 나타나는 급성 증상의

발현 시점을 확인하여 혈중 FSH 검사 (>40IU/ml)로 폐경

연령을 결정하였다.16 .20 대상 환자군의 평균 폐경 연령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자연 폐경 대조군의 평균 폐경 연령

과 비교하였고, 양측 난소를 모두 보존한 대상 환자군과

일측 난소를 절제한 환자군의 평균 폐경 연령을 비교하

였으며, 대상 환자군 중 기왕 난관 결찰술을 받은 환자

와 받지 않은 환자의 평균 폐경 연령을 비교하여 이들간

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또한 체질

량 지수 (BMI)와 평균 폐경 연령간에 상관 관계가 있는

지 여부를 조사, 분석하였다.

3. 통계

통계 처리는 student t-test를 시행하였으며 체질량 지수

(BMI)와 폐경 연령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를 사용하였고, 수술 받은 연령과 폐경 연령의 관계는

regression analysis를 사용하였다. p값이 0.05 이하인 경우

를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결 과

1. 대조군과 대상 환자군의 평균 폐경 연령

대조군의 평균 폐경 연령은 49.1±3.2세였고 대상 환자군

의 평균 폐경 연령은 46.3±3.0세로 대상 환자군의 평균 폐

경 연령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p<0.001)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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