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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Within the normal reproductive cycles of women, dramatic fluctuations of sexual hormones occur 
in the premenstrual and menopausal periods. In both periods, women are vulnerable to mood disturbances and 

show several somatic complaints. Based on these common clinical profiles and physiological changes, a relationship 
between vasomotor symptoms and the premenstrual syndrome has been suggested. However, attempts to establish 
such a link have yielded inconclusive resul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histories of premenstrual syndrome and menopausal vasomotor symptoms within different menopausal stages.

Methods：This cross-sectional study recruited Korean women aged 45-64 years who were perimenopausal 
and postmenopausal from 16 branch office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All subjects complet-
ed self-report questionnaires that asked about a history of premenstrual syndromes, vasomotor symptoms, and sev-
eral other variables.

Results：A total of 1054 participants(361 perimenopausal women and 693 postmenopausal women) completed the 
study. Severity of premenstrual symptom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postmenopausal vasomotor symptoms, only in 
late perimenopausal(r=0.213, p=0.010) and early postmenopausal women(r=0.246, p＜0.001). After adjusting for 
several factors related to vasomotor symptoms, a history of premenstrual syndrome w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moderate to very severe vasomotor symptoms in late perimenopausal(OR=5.197, p=0.005) and early postmenopausal 
women(OR=3.017, p=0.010).

Conclusions：This study suggests that a history of premenstrual syndrome/premenstrual dysphoric disorder is 
differentially associated with vasomotor symptoms in the menopausal stage. Prospective studies with la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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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월경, 출산, 폐경 등 생식주기와 관련된 우울증(reproduc-
tive subtype of depression)은 우울증의 한 아형으로 고려되

고 있으며,1) 여러 연구들이 월경전 증후군(Premenstrual syn-
drome)과 폐경기의 우울증 간의 유의한 연관성을 보고하였

다.2-4) 이러한 연관성은 생식 주기의 변화에 수반되는 호르

몬 변동에 대한 뇌에서의 특정한 생물학적 반응에서 기인하

는 것으로 생각된다.1) 월경전 증후군은 기분증상과 함께 두

통, 근육통 등의 다양한 신체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흔하다. 

몇몇 연구들은 월경전 증후군을 경험한 여성은 폐경기 우울

증뿐 아니라 홍조(hot flushes)를 비롯한 다양한 폐경기 증상

의 위험성 또한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5) 혈관운동증상

은 폐경기 증후군의 가장 흔한 증상으로서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서 혈관운동증상이 폐경기의 우울증의 위험성을 높인다

는 것이 보고되었으며,2,6) 폐경기 여성의 삶의 질의 유의한 저

하를 유발하여7) 폐경기 여성의 심리적 안녕에 중요한 역할

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월경전 증후군과 혈관운동증상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

는 정확한 병태생리 기전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월경전 증후

군과 혈관운동증상은 몇 가지 유사한 생리적 특성을 보인다. 

월경전 증후군과 혈관운동증상 모두에서 중추신경계의 신

경전달물질의 이상이 관찰되며,8,9) 이러한 신경전달물질을 

조절하는 약물에 의한 치료적 효과가 보고되었다.10-13) 또한, 

월경전 증후군과 혈관운동증상은 호르몬 농도의 변동성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5,14)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월경전 증후군과 혈관운동증상이 공통된 

병인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나 월경전 증후

군과 혈관운동증상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들

은 아직까지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5,15,16) 월경

전 증후군과 혈관운동증상이 모두 호르몬의 변화와 연관성

을 가진다는 점을 통해서 우리는 월경전 증후군과 혈관운동

증상의 연관성이 폐경 단계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으

로 가설을 수립하였다. 이전의 연구들에서 폐경 단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일관되지 못

한 연구 결과의 하나의 원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본 연구는 폐경 단계를 비롯해 월경전 증후군과 

혈관운동증상의 연관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심리사

회적 요인들을 함께 조사하여 폐경기의 여성에서 월경전 증

후군과 혈관운동증상의 연관성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방      법

1. 대  상

연구 대상은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16개 시도지구에 건

강검진을 목적으로 방문하여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45~64세의 중년 여성이다. 본 

연구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폐경전기 여성은 제외하고 폐경주위기와 폐경후

기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호르몬 치료를 받

고 있거나 받은 과거력이 있는 여성과 수술 또는 약물에 의해 

유발된 폐경을 경험한 여성은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2001년 Stages of Reproductive Aging Workshop17)(STRAW)

에서 발표된 기준에 따라 폐경 단계(menopausal stage)를 정

의하였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폐경전기(Premeno-
pause) : 월경이 처음 시작되는 초경에서 폐경주위기 전까

지의 기간. (나) 전기 폐경주위기(Early perimenopause) : 연

속된 주기에 7일 이상 월경의 기간이 증가하는 시기. (다) 후기 

폐경주위기(Late perimenopause) : 60일 이상의 무월경 기간이 

존재하는 시기. (라) 전기 폐경후기(Early postmenopause) : 폐

경 후 5년 동안의 시기. (마) 후기 폐경후기(Late postmeno-
pause) : 그 이후의 시기.

2. 도  구

1) 인구 사회학적 변인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연령, 결혼 상태, 교육 수준, 

수입)과 생활습관요인(흡연, 음주. 운동)을 자가보고식 설문

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수입, 교육 수준, 운동, 흡연, 음주 등

은 임시 변수(dummy variable)로 부호화되어 분석에 이용되

었다. (가) 수입, 0=200만원 초과, 1=200만원 이하; (나) 교육 

수준, 0=대학교 졸업 이상, 1=고등학교 졸업 이하; (다) 운동, 

0=1주일에 3회 이상, 1=전혀 하지 않거나 불규칙하게 운동함 ; 

(라) 흡연, 0=피우지 않음, 1=피움 ; (마) 음주, 0=마시지 않음, 

1=마심.

2) 월경전 증상 선별 도구 (Premenstrual Symptom 

Screening Tool, PSST)

본 연구에서는 Stenier 등이 개발한 월경전 증상 선별 도구

population are needed to confirm these findings. 

KEY WORDS : Menopause ㆍVasomotor symptoms ㆍPremenstrual syndrome ㆍPremenstrual dysphoric disorder.



59

(Premenstrual Symptom Screening Tool, PSST)를 사용하

여 월경전 증후군와 월경전 불쾌장애를 평가하였다.18) 월경

전 증상 선별도구는 월경전 불쾌장애의 DSM-IV-TR 진단

기준을 바탕으로 한 척도로서 월경전 증상과 이로 인한 기

능의 손상을 간결하게 측정할 수 있어 선별검사에 유용하다. 

국내에서는 최정미 등이 표준화한 월경전 증상 선별 도구의 

한국어판을 사용하여 타당도 검증을 시행하였다.19) 월경전 

증상 선별 도구는 월경전 증상 14문항과 증상으로 인한 기

능의 손상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은 증상의 심각

도에 따라 0에서 3점으로 채점하며 각 항목의 점수에 따라 

월경전 불쾌장애, 중등도-중증 월경전 증후군, 월경전 증후

군이 없거나 경미한 군으로 분류한다. 70~80%의 가임기 여

성에서 하나 이상의 월경전 증상을 호소하기 때문에 경도의 

월경전 증후군의 과거력을 가지는 여성은 상당히 흔하며, 

13~19%의 여성만이 심각한 정도의 기능의 저하나 고통을 

유발하는 임상적으로 유의한 월경전 증후군을 가지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월경전 불쾌장애의 엄격한 진단 기준을 만

족하지 못하는 중등도-중증 월경전 증후군은 여성의 삶에 

질에 유의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경도

의 월경전 증후군은 여성의 삶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

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월경전 증후군이 없

거나 경미한 군을 월경전 증후군의 과거력이 없는 군으로, 

중등도-중증 월경전 증후군 또는 월경전 불쾌장애로 평가된 

대상자는 월경전 증후군의 과거력이 있는 군으로 분류하였

다. Hautamaki 등은 월경전 증상을 평가하기 위하여 월경전 

증상 선별 도구의 모든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PSST 점수) 

월경전 증상을 평가하는데 이용하였으며,16) 본 연구에서도 

월경전 증상과 혈관운동증상의 심각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

기 위하여 PSST 점수를 사용하였다. 

3) 혈관운동증상

본 연구에서는 Heinemann 등이 폐경기 증상과 이로 인해 

느낀 불편감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측정 도구인 폐

경 평가 도구(Menopause rating scale, MRS)20) 중에서 혈관

운동증상과 관련된 문항을 추출하여 이용하였다. 대상자는 

현재 상태에서 갑작스런 홍조나 발한의 증상을 경험한 정도

를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있다. 80%의 여성이 폐경기에 

혈관운동증상을 경험하지만 30%의 여성들만이 치료를 필요

로 할 정도의 심각도를 가진 혈관운동증상을 호소한다고 알

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점(없음)과 2점(약간)으로 

응답한 대상자와 3(중등도)-5점(매우 심함)으로 응답한 대

상자로 분류하였다. 

4) 벡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벡 우울 척도는 우울증상의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우

울증의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신체적 증상 영역을 포함하

는 2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은 0~3점으로 응

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의 합계가 높을수록 우울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영호와 송종용이 번안한 

한국판 벡 우울척도를 사용하였다. 1991년 한국판 벡 우울 

척도에 대한 연구에서 성인 우울집단 선별을 위한 절단점을 

16점으로 제시하였으며, 신뢰도와 타당도를 입증하였다.21) 

본 연구에서도 16점을 기준으로 임상적으로 유의한 우울증

상을 가진 군과 그렇지 않은 군으로 대상을 분류하였다. 

5) 폐경에 대한 태도 

Cheng 등은 Study of Women’s Health Across the Nation 

(SWAN),22) Massachusetts Women’s Health Study23) 등의 대

규모 연구에서 이용되었던 자가보고식 설문지로부터 trans-
menopausal에 대한 3문항, postmenopausal에 대한 3문항을 

선택하여 연구에 이용하였으며,24) 본 연구에서도 같은 방식

을 채택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type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있다. 각각의 문항들은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방향성

을 가지고 있어 점수는 일정한 방향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수

정되었으며, 긍정적인 질문에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한 것과 

부정적인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한 것은 1점으

로 채점하였다. 따라서 수정된 각 문항의 점수의 평균이 1점에 

가까울수록 응답자가 폐경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5점에 가까울수록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다고 해석

할 수 있다.

6) 한국형 BEPSI(Brief Encounter Psychosocial 

Instrument–Korean version, BEPSI-K)

BEPSI는 1988년에 Frank 등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구성된 측정 도구

이다.25) 임지혁 등이 1996년에 BEPSI 설문서 수정 판을 개발

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26) 본 연구에서는 이

를 이용하여 스트레스 정도를 평가하였다. 설문 응답자는 지

난 한달 동안의 스트레스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대답을 하게 

되며, 각 문항 당 1(전혀 없었다)-5점(항상 있었다)의 점수를 

가지며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문항 수로 나눈 값으로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한다. 

3. 통계학적 분석

연속형 변수는 평균값과 표준 편차를 제시하였으며, 범주

형 변수는 빈도를 제시하였다. 우리는 통계적 비교를 위하여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는 독립 t 검정을 시행하였으며,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는 카이제곱검정과 fisher의 정확한 검정을 시

행하였다. 전기 폐경주위기(early perimenopause), 후기 폐경

주위기(late perimenopause), 전기 폐경후기(early postme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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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se), 후기 폐경후기(late postmenopause)의 여성에서 월경

전 증후군/월경전 불쾌장애와 혈관운동증상의 관계를 확인

하기 위하여 각각의 폐경 단계에서 카이제곱 검정을 시행하

였으며, PSST 점수와 혈관운동증상의 심각도 간의 pearson’s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중등도 이상의 혈관운동증상과 연

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인자들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

하여 각각의 폐경 단계의 대상자들을 구분하여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시행하였다. p-value가 0.05 미만인 결과를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하였으며, 교차비와 95% 신뢰구간을 

제시하여 변수들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 version 21.0을 사용하여 시행되었다. 

결      과

1. 대상자의 특성 

전체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5.47세이며, 11.6%의 대상자

가 월경전 증후군의 과거력을 보고하였다. 전체 대상자의 15%

가 임상적으로 유의한 우울증상을 보이고 있었으며, 65%의 

대상자가 경도 이상의 혈관운동증상을 나타내었다(Table 1). 

폐경 단계에 따라 전기 폐경주위기, 후기 폐경주위기, 전기 폐

경후기, 후기 폐경후기로 분류하여 대상자의 특성을 비교하

였다(Table 2).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에는 교육수준(p＜0.001), 

수입p＜0.001) 음주(p＜0.001) 등이 폐경 단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의 비율은 전기 폐경후

기와 후기 폐경후기에서 전기 폐경주위기, 후기 폐경주위기

에 비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0.197). 

월경전 증후군(p＜0.001), 폐경에 대한 태도(p=0.003), 혈관운

동증상의 심각도(p=0.007) 등의 임상적 요인은 폐경 단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 폐경 단계에 따른 월경전 증후군의 과거력과 혈관운동증

상의 관계 

전기 폐경주위기, 후기 폐경주위기, 전기 폐경후기, 후기 

폐경후기의 네 단계로 폐경기 여성을 구분한 뒤 중등도 및 

중증의 월경전 증후군과 월경전 불쾌장애의 과거력을 가진 

군과 월경전 증상이 전혀 없거나 경미한 군에서 중등도 이상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for sociodemographic and clinical 
variables

Total(N=1054)

Age(mean±standard deviation) 55.47±5.10
Low education(%) 76.2
Low income(%) 52.1
Drinking(%) 49.6
Smoking(%) 1.2
Exercise(none/irregular)(%) 62.4

Attitude toward menopause score 
(mean±standard deviation)

3.00±0.59

History of PMS/PMDD(%) 11.6
PSST score(mean±standard deviation) 21.46±6.81
Vasomotor symptoms

None(%) 35.0
Mild(%) 30.8
Moderate(%) 23.6
Severe(%) 9.1
Very severe(%) 1.5

Depression(%) 15.0
PMS : Premenstrual syndrome, PMDD : Premenstrual dysphoric 
disorder, PSST : Premenstrual symptom screening tool

Table 2. Sociodemographic and clinical variables of participants in different menopausal stages

Early perimenopause
(n=184, 17.5%)

Late perimenopause
(n=177, 16.8%)

Early postmenopause
(n=331, 31.4%)

Late postmenopause
(n=362, 34.3%)

p-value

Age 50.07±2.95 52.52±2.76 54.89±3.25 60.19±4.02 ＜0.001**
Low education(%) 62.0 69.1 76.7 87.0 ＜0.001**
Low income(%) 41.4 44.7 51.9 61.6 ＜0.001**
Drinking(%) 60.1 59.4 51.5 37.8 ＜0.001**
Smoking(%) 1.1 1.1 1.5 0.8 0.785
Exercise(%) 69.8 58.9 63.8 59.1 0.057

Attitude toward 
menopause

3.14±0.62 3.02±0.56 2.96±0.60 2.96±0.56 0.003*

Depression(%) 12.8 12.7 16.0 16.2 0.197
PMS/PMDD(%) 16.8 15.8 11.2 7.2 ＜0.001**
PSST score(mean) 22.42±7.72 21.98±6.70 21.45±6.98 20.74±6.13 0.040*
Vasomotor Sx 0.007*

None(%) 48.6 28.8 30.2 35.5
Mild(%) 26.8 31.6 32.6 30.7
Moderate(%) 19.1 29.9 24.1 22.3
Severe(%) 4.9 8.5 11.0 9.8
Very severe(%) 0.5 1.1 2.1 1.7

* :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 : significant at the 0.001 level. PMS : Premenstrual syndrome, PMDD : Premenstrual dysphoric 
disorder, PSST : Premenstrual symptom screening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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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혈관운동증상의 비율을 비교하였다(Fig. 1). 전기 폐경주

위기를 제외한 후기 폐경주위기, 전기 폐경후기, 후기 폐경

후기의 여성에서 월경전 증후군 및 월경전 불쾌장애의 과

거력이 있는 군에서 과거력이 없는 군에 비해 중등도 이상의 

혈관운동증상을 호소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전기 폐

경주위기, p=0.824 ; 후기 폐경주위기, p=0.001 ; 전기 폐경후

기, p=0.001 ; 후기 폐경후기, p=0.01).

3. 월경전 증상과 혈관운동증상의 심각도의 상관 관계 

폐경기 증상의 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우

울증과 폐경에 대한 태도를 제어변수로 하여 각각의 폐경 단

계의 여성에서 PSST 점수와 혈관운동증상의 심각도에 대해 

편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기 폐경주위기와 후기 폐경후

기의 여성에서는 두 증상의 심각도 간의 상관관계나 유의하

지 않게 나타났다.(전기 폐경주위기, r=0.105, p=0.186 ; 후기 

폐경후기, r=0.096, p=0.081) 후기 폐경주위기와 전기 폐경후

기 여성에서 PSST score와 혈관운동증상의 심각도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후기 폐경주위기, r=0.213, p=0.010 ; 

전기 폐경후기, r=0.246, p＜0.001).

4. 월경전 증후군의 과거력과 혈관운동증상의 연관성 

혈관운동증상과 월경전 증후군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하

려는 목적으로 혈관운동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를 통

제하고자 로지스틱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Table 3). 연

령, 수입, 교육 수준, 운동, 음주, 흡연, 우울증, 폐경에 대한 

태도, 스트레스 등을 통제하였을 때, 전기 폐경주위기와 후

기 폐경후기 여성에서는 월경전 증후군과 월경전 불쾌장애

의 과거력이 유의하게 중등도 이상의 혈관운동증상을 예측

하지 못하였다(전기 폐경주위기, OR=0.744, p=0.618 ; 후기 

폐경후기, OR=2.306, p=0.076). 후기 폐경주위기와 전기 폐

경후기에서 월경전 증후군과 중등도 이상의 혈관운동증상의 

유의한 연관성이 관찰되었다(후기 폐경주위기, OR=5.197, 

p=0.005 ; 전기 폐경후기, OR=3.017, p=0.010).

고      찰

본 연구는 폐경기 여성에서 월경전 증후군의 과거력과 혈관

운동증상이 유의한 연관성을 가지는지, 이러한 연관성이 폐경

상태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

다. 본 연구 결과는 후기 폐경주위기와 전기 폐경후기의 여성

에서 월경전 증후군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중등도 이상의 혈

관운동증상의 위험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두 

질병의 연관성이 폐경상태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

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월경전 증후군과 폐경기 증상

의 관련성을 지지하였던 기존의 일부 연구 결과와 부합하는 것

이다. Morse 등은 폐경주위기 여성에서 월경전 증후군의 과거

력과 혈관운동증상의 유의한 연관성을 보고하였으며,15) Free-
man 등은 폐경이행기의 여성을 5년간 추적관찰하여 월경전 

증후군이 홍조 증상의 위험성을 높이는 인자임을 확인하였

다.5) Lee 등은 국내 여성에서 월경전 증후군의 과거력이 폐경

후기 여성에서 폐경기 증상의 심각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

로 발표하였다.27)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하나 또는 두 개의 

문항만으로 월경전 증후군의 진단을 내리거나,5,28) 폐경주위

기 또는 폐경후기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었다.15,27) 반면에, 혈관운동증상과 월경전 증후군의 연관성

을 반박하였던 연구 또한 존재하는데, 이 연구는 대상자의 수

가 적어 월경전 증후군의 진단을 이용하지 않고 PSST 점수

를 평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16) 

이에 반해, 본 연구는 후향적이긴 하지만, 월경전 증후군과 

월경전 불쾌장애의 진단을 월경전 증상 선별 도구를 통해 비

Table 3. Association of moderate to very severe vasomotor symptoms and a history of premenstrual syndrome/premenstrual dys-
phoric disorder in menopausal stages by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Early perimenopause Late perimenopause Early postmenopause Late postmenopause
OR 95% C.I p OR 95% C.I p OR 95% C.I p OR 95% C.I p

PMS &
PMDD

0.744 0.233-

2.377
0.618 5.197 1.654-

16.331
0.005* 3.017 1.302-

6.989
0.01* 2.306 0.917-

5.799
0.076

Adjusted for age, income, education, exercise, alcohol drinking, smoking, depression, attitude toward menopause, stress. * : sig-
nificant at the 0.05 level. PMS : Premenstrual syndrome, PMDD : Premenstrual dysphoric disorder

Fig. 1. Proportion of subjects with moderate to very severe vaso-
motor symptoms in women with a history of premenstrual syn-
drome/premenstrual dysphoric disorder and in those without, in 
each menopausal stage. * :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PMS : 
Premenstrual syndrome, PMDD : Premenstrual dysphoric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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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정확하게 하였으며, 기존 연구에서 혈관운동증상과의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던 요인들을 통제하여 월경

전 증후군과 혈관운동증상간의 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우리의 연구는 대상군을 폐경 단계에 따

라 분류하여 월경전 증후군과 혈관운동증상의 연관성을 조

사함으로써 폐경 단계에 따라 월경전 증후군과 혈관운동증

상의 연관성이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새로

운 결과를 보여준다. 

월경전 증후군과 혈관운동증상의 관계는 유사한 생리적 

특성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첫째, 월경전 증후군과 혈관운

동증상 모두 절대적인 호르몬 농도의 차이보다는 생식 주기

의 변화에 따른 호르몬의 변동성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경전 증후군 여성은 대조군 여성과 프로

게스테론 생성에 있어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29) 정상적인 

호르몬의 변동성에 대한 반응성이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여

겨지고 있다.14,30) 혈관운동증상을 비롯한 폐경기 증상이 에

스트라디올(E2)의 변동성과 연관성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

가 보고되었다.5) 혈관운동증상의 발생은 혈중 에스트라디

올 농도와의 직접적인 관계는 명백하지 않으며,31) 폐경 이행

기에 나타나는 호르몬 농도의 급격한 변동과 관련되어 있

다.32-34) 월경전 증후군 여성들은 월경 주기의 정상적인 호르

몬 변화에 취약성을 보이며, 이러한 여성들은 폐경기에 발생

하는 호르몬의 변동성에도 취약할 것으로 사료된다.5) 월경

전 증후군과 혈관운동증상이 이러한 생물학적 취약성(biol-
ogical vulnerability)를 공유함으로써 월경전 증후군을 경험

했던 여성들이 폐경기에 들어서 혈관운동증상을 겪을 가능

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겠다. 둘째, 월경전 증후군과 

혈관운동증상에서 신경전달물질의 이상이 관찰되며, 특히 세

로토닌과 관련된 이상은 월경전 증후군과 혈관운동증상 모두

에서 공통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기분과 행동 증상의 조절과 

관련되어 있는 세로토닌이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알려졌다.35-38) 세로토닌의 전달과 관련된 

다양한 이상이 월경전 증후군에서 밝혀졌으며,39-41)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를 비롯한 세로토닌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약제

에 의해 월경전 증후군의 증상이 호전된다는 일관된 연구 결

과들이 보고되었다.10,11)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월경전 증

후군의 병태생리에 세로토닌이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졌다. 

혈관운동증상 또한 신경전달물질의 이상과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폐경이행기에 에스트로겐의 농도의 급

격한 변동으로 인해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의 불균형이 

생겨 체온조절 기능의 이상을 초래한다.32,42,43) 세로토닌 재흡

수 억제제 또는 세로토닌-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가 

혈관운동증상을 경감시켜준다는 연구 결과는 이러한 가설을 

지지해준다.12,13,44)

폐경에 가까워질수록 난포자극호르몬(FSH)이 증가하고 

에스트라디올의 농도는 감소하는 변화의 추세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폐경후기를 거치면서 호르몬의 농도가 안정화 단

계에 이르게 된다.45,46) 특히, 후기 폐경주위기는 혈중 호르몬

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시기로, 난포자극호르몬은 폐경

기의 수준으로 증가하기도 하고, 초기 생식기의 농도로 감소

하기도 하는 양상이 관찰된다.46,47) 폐경이행기에서 폐경후기

로 이행하는 첫 2년 동안에도 난포자극호르몬의 농도는 증가

하고 에스트라디올의 농도가 감소하는 과정이 지속되며, 호

르몬의 빠른 변화가 관찰되는 시기이다.46) 본 연구에서 혈관

운동증상과 월경전 증후군의 관계는 후기 폐경주위기와 전

기 폐경후기에서만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앞서 언급했듯

이, 후기 폐경주위기와 전기 폐경후기는 호르몬의 큰 변화가 

관찰되는 시기이며, 혈관운동증상 및 우울증의 위험성이 증

가하는 시기로 알려져 있다. 앞서 혈관운동증상과 월경전 증

후군의 생리적 유사성과 관련하여 두 질환 모두 호르몬의 변

동성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호

르몬의 변동성에 취약한 월경전 증후군의 과거력을 가진 중

년 여성이 호르몬의 변화가 큰 후기 폐경주위기와 전기 폐경

후기에 혈관운동증상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생

각해볼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직접 호르몬 농도를 측정하지

는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자들에서 관찰되는 월경전 

증후군의 과거력과 혈관운동증상의 연관성을 호르몬 변동성

과 직접적으로 연결 짓기는 어렵다. 폐경으로 이행하는 기간

에 개인 내에서 호르몬의 농도의 변동성이 현저하게 관찰되

기 때문에, 호르몬의 측정만으로 세분화된 폐경 단계를 파악

하는 것은 아직까지 신뢰성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48,49) 그러므로, 월경 주기의 변화에 대한 자세한 병력 청취

를 통해 폐경 단계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사

료되며, 폐경 단계에 따른 월경전 증후군과 혈관운동증상의 

연관성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호르몬의 변동성과 관

련 지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을 

더욱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추후 호르몬 농도의 측정을 

포함한 대규모, 전향적인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폐경기에 나타나는 우울증과 혈관운동증상은 유의한 연관

성을 보이며,6) 중년 여성의 심리적인 안녕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생각된다.7,50) 생식주기와 관련된 우울증으로서 월

경전 증후군과 폐경기 우울증의 연관성이 비교적 일관되게 

제시되고 있으며,1)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월경전 증후군은 

혈관운동증상의 유의한 예측 인자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월경전 증후군이 우울증과 혈관운

동증상의 발생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되며, 우울증과 혈관운동증상의 복잡한 관계에도 일정 부

분 기여할 것으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추가적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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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월경전 증후군, 우울증, 혈관운동증상의 관계를 확인

하는 것이 필요하다. 월경전 증후군은 중년 여성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진 혈관운동증상, 우울

증의 두 요인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인자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생식기의 여성뿐 아니라 중년 여성에

게도 월경전 증후군의 과거력은 삶의 질 및 심리적 안녕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단면 연구로 시행되어 월경전 증후군의 과거력과 혈관운동증

상의 정확한 시간적 연관성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둘째, 월

경전 증후군의 진단이 대상자들에 대한 후향적인 평가를 바

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진단이 과장되거나 축소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중등도 이상의 월경전 증후군이나 월경전 불쾌

장애의 증상은 여성의 기능에 저하를 유발할 정도로 심각하

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하게 회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

지며, 여러 연구에서 PSST를 이용한 월경전 증상의 후향적 

평가가 신뢰성이 있음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셋째, 혈관운동

증상을 평가하는 데 있어 자가보고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이

러한 평가 방법은 응답자의 주관적인 지각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혈관운동증상에 대한 보다 전향적이고 객관적

인 평가 방법을 이용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넷째, 

폐경 단계를 세분하는 기준으로서 대상자의 월경 주기에 대

한 기술을 이용하였으며, 호르몬 농도의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호르몬 농도의 측정을 통해서 폐경 단계를 분류하는 

데 정확성을 더욱 높일 수는 있으나 폐경 단계를 나누는 주요 

기준은 월경 주기이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에 큰 영향은 미치

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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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연구목적

급격한 호르몬 변화가 발생하는 월경과 폐경 시기에 기분증상 및 신체증상이 나타난다는 공통된 임상적 특징과 

생물학적 기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여 월경전 증후군/월경전 불쾌장애와 폐경기 증상의 연관성이 제기되었으

나 아직까지 일관된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폐경기 여성에서 각각의 폐경 단계에 따라 월경

전 증후군의 과거력과 대표적인 폐경기 증상 중의 하나인 혈관운동증상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해보고자 하였다.

방  법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16개 지사에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방문한 361명의 폐경주위기 여성과 693명의 폐경후

기 여성을 대상으로 단면연구를 시행하였다. 모든 대상자는 혈관운동증상과 월경전 증후군 과거력 및 여러 요인

(연령, 결혼, 수입, 교육 수준, 음주, 운동, 흡연, 폐경에 대한 태도, 우울, 스트레스)에 대한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작

성하였다.

결  과

전기 폐경주위기를 제외한 후기 폐경주위기, 전기 폐경후기, 후기 폐경후기에서 월경전 증후군/월경전 불쾌

장애의 과거력이 있는 여성에서 중등도 이상의 혈관운동증상을 호소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전기 폐경주

위기, p=0.824 ; 후기 폐경주위기, p=0.001 ; 전기 폐경후기, p=0.001 ; 후기 폐경후기, p=0.01). 후기 폐경주위기와 

전기 폐경후기에서 PSST score와 혈관운동증상의 심각도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후기 폐경주위

기, r=0.213, p=0.010 ; 전기 폐경후기, r=0.246, p＜0.001). 우울, 폐경에 대한 태도, 스트레스, 생활습관요인 등의 

관련된 요인들을 통제하였을 때, 후기 폐경주위기와 전기 폐경후기에서 월경전 증후군/월졍전 불쾌장애의 과거

력이 중등도 이상의 혈관운동증상을 예측하는 유의한 인자로 나타났다(후기 폐경주위기, OR=5.197, p=0.005 ; 

전기 폐경후기, OR=3.017, p=0.010).

결  론

본 연구는 폐경 단계에 따라 월경전 증후군/월경전 불쾌장애와 혈관운동증상의 연관성이 차별적으로 나타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규명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단위의,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중심 단어：폐경·혈관운동증상·월경전 증후군·월경전 불쾌장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