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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aimed at investigating the incidence and risk factors of dyslipidemia in menopausal women using a Korean com-

munity-based longitudinal study. Methods: The subjects were 245 postmenopausal women without dyslipidemia who had participated in 

the Ansan-Ansung cohort study from 2001~2002 (baseline) to 2015~2016 (seventh follow-up visit). The dyslipidemia incidence was mea-

sured as incidence proportion (%) and incidence rate per 100 person-years. The predictors of developing dyslipidemia were analyzed 

with Cox’s proportional hazard model. Results: The incidence of new dyslipidemia during the follow-up period was 78.4% (192 patients), 

and 11.9 per 100 person-years. Mean duration from menopause to developing dyslipidemia was 5.3 years in new dyslipidemia cases. The 

triglyceride/high density lipoprotein (TG/HDL-C) ratio at baseline (hazard ratio = 2.20; 95% confidence interval = 1.39~3.48) was inde-

pendently associated with developing dyslipidemia. Conclusion: Dyslipidemia occurs frequently in postmenopausal women, principally 

within five years after menopause. Therefore, steps must be taken to prevent dyslipidemia immediately after menopause, particularly in 

women with a high TG/HDL-C ratio at the start of menop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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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이상지질혈증은 총 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 [TC]), 중성

지방(triglyceride [TG]),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ow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LDL-C])의 비정상적 증가 또는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igh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HDL-C])의 비정상적 감소를 특징으로 하는 지질과 지단백 이

상으로 정의되며[1], 국내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하는 심뇌혈관질

환의 주요한 위험요인[2]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지질혈증은 진단 

당시 사용한 혈중 지질의 종류에 따라 유병률이 변화될 수 있으

나 국내외에서 보고된 연구에 따르면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비교

적 흔한 건강문제이다.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45~74

세 성인 중 56.8%에서 이상지질혈증을, 45.8%에서 고콜레스테

https://orcid.org/0000-0002-7484-6936
https://orcid.org/0000-0001-7245-9548
https://orcid.org/0000-0001-7613-0133
https://orcid.org/0000-0002-7338-6317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4040/jkan.21188&domain=pdf&date_stamp=2022-04-30


215

https://jkan.or.kr

폐경 후 이상지질혈증 발생양상과 위험요인

https://doi.org/10.4040/jkan.21188

롤혈증을 보였고[3], 유럽연합 12개 국가의 50세 이상 성인 중 

30%에서 TG의 증가 또는 HDL-C 감소를[4], 중국 북동부 7개 

지역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성인의 35.8%에서 이상지질혈증을 

보였다[5]. 한국의 경우 2019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30세 

이상 성인의 고콜레스테롤혈증(콜레스테롤이 240 mg/dL 이상이

거나 콜레스테롤 강하제 복용) 유병률은 25.8%이며 2009년 

11.8%에 비해 10년간 약 2.2배의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6]. 

이상지질혈증은 남녀 모두 연령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지만, 성
별에 따라 증가 양상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 2019 국민건

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은 40~49세 

20.4%, 50~59세 26.0%, 60~69세 32.2%로 50대 이후 완만한 

증가를 보이는 반면, 여성의 경우 40~49세 12.3%, 50~59세 

36.4%, 60~69세 52..5%로 50대 이후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6]. 

건강보험 자료로 구축된 코호트(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ational Sample Cohort) 데이터베이스 분석에서도, 남
성은 연령에 따른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여성에서는 45~49세에 

12.42%에서 50~54세 21.19%, 55~59세 25.55%로 증가하였다

[7]. 여성의 연령에 따른 이상지질혈증의 큰 변화에 대해서는 폐

경과 관련하여 설명되고 있다. 폐경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는 체

지방의 분포에 영향을 주어 복부비만이 증가하며, 이는 인슐린 

저항성과 이상지질혈증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8,9]. 폐경과 대사증후군간의 관계에 대한 일 메타분석 연구에

서 폐경 여성은 폐경전 여성에 비해 복부둘레, TG와 LDL-C 모

두 증가하였다[10]. 국내 일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내원한 

중년 여성을 폐경 여부와 단계에 따라 구분하였을 때 폐경 여성

에서 이상지질혈증의 유병률은 76.3%이며, 폐경전 여성에 비해 

TC는 1.5배, LDL-C는 1.25배, non-HDL-C는 1.72배, 그리고 

이상지질혈증은 1.28배 더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11]. 폐경이행

기에는 에스트로겐 감소와 관련하여 약 80%의 여성이 홍조나 

야간발한 등의 혈관운동증상(vasomotor symptoms)을 경험하

는데, 혈관운동증상을 경험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TC과 LDL 콜레스테롤 등이 유의하게 증가하고, 코티솔 생성이 

증가하여 인슐린 저항성이나 지질대사이상에도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12,13]. 
이처럼 다양한 연구를 통해 폐경과 이상지질혈증간의 관계가 

알려지고 있으나, 폐경 연령이나 폐경 후 이상지질혈증 발생시기

(timing)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미국 간호사를 대상으

로 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 40세 이전에 폐경한 여성은 

50~55세에 폐경한 여성에 비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32% 증

가한다는 보고[14]를 감안할 때 폐경 연령이 이상지질혈증의 발

생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폐경 후 경과기간과 관

련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건강검진 목적으로 내원한 여성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폐경전 여성에 비해 폐경 후 10~14년이 경과

한 여성에서 2.4배 TG가 증가하였으며, HDL-C의 감소는 폐경 

후 경과시간과 관련이 없음이 보고된 바 있다[15]. 그러나, 이 연

구는 단면조사 연구로 동일한 대상자의 추적조사를 통해 이상지

질혈증의 발생시기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으며, 종단

적 추적조사를 통해 폐경 후 시간적 경과에 따른 이상지질혈증

의 발생시기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대규모 지역사회 기반 코호트에 참여한 폐경 여성

을 대상으로 장기간 추적조사를 통해 폐경 후 시간적 경과에 따

른 이상지질혈증 발생과 위험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폐경 여성의 

이상지질혈증 관리를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

구 목적으로 1) 기반조사 당시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며, 
2) 폐경 연령에 따라 이상지질혈증 발생수준과 시기를 파악하고, 
3) 폐경 후 시간적 경과에 따른 이상지질혈증 발생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규모 지역사회 기반 코호트인 한국유전체역학조

사(Korean Genome and Epidemiology Study [KoGES]) 자료

를 이용하여 폐경 여성을 대상으로 폐경 이후 시간적 경과에 따

른 이상지질혈증 발생양상과 관련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전향적 

코호트를 활용한 2차 자료분석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일차자료는 KoGES 중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을 대

표하는 지역사회 기반 코호트(안산, 안성) 자료이며, 이 코호트

는 2001~2002년 경기도 중소도시인 안산지역과 농촌인 안성지

역에 거주하는 40~69세 성인 10,030명(안산 코호트 5,012명, 
안성 코호트 5,018명) 등을 대상으로 한국인에게 흔한 만성질환

의 위험요인을 규명하여 만성질환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 삶

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구축

되었다[16]. 2001~2002년 기반조사를 시작하여 매 2년마다 반

복 추적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회인구학적 특성, 생활습관, 
질환력, 여성력 등의 설문자료와 함께 검진을 통해 신체 계측과 

임상검사(혈액, 소변)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반

조사부터 7차 추적조사(2015~2016년)까지 자료를 통합하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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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 반복추적조사 통합자료에 포함된 변수를 활용하였다. 

KoGES 반복 추적조사 통합자료는 지역사회 기반 코호트의 기

반조사 자료부터 특정 차수의 추적조사 자료가 독립적인 데이터

셋으로, 자료 활용 시 개별로 존재하는 자료를 통합해야 하는 번

거로움을 덜기 위해 생성한 자료원이다. 

본 연구 대상자는 기반조사 당시 폐경이며 이상지질혈증이 없

는 여성 중, 이상지질혈증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어도 

1회 이상 추적조사가 완료된 자로 하였으며, 다음의 선정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로 하였다; 1) 여성, 2) 기반조사 당시 폐경(폐

경 여부, 폐경연령), 이상지질혈증, 그리고, 본 연구에 포함된 설

명변수에 대한 자료가 있는 자, 3)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2년 이

내 폐경이 된 자, 4) 기반조사에서 이상지질혈증이 없는 자, 5) 

적어도 1회 이상 추적조사가 완료되어 결과변수(이상지질혈증) 

발생 정보가 있는 자, 이 때, 폐경은 여성력 조사에서 “최근 3개

월간 생리가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오, 지난 12개월 

이상 생리가 없었다”로 응답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해당 문항은 

2차 추적조사부터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2차 추적조사에서 조사

된 폐경연령을 기준으로 기반조사와 1차 추적조사 당시 폐경 여

부를 결정하였다. 폐경 후 경과기간은 조사 시점에서의 연령에서 

폐경연령의 차이로 계산하였다. 폐경 후 경과기간이 긴 경우 폐

경 당시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본 연구에서

는 폐경 후 2년 이내의 여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는 

선행문헌[17]의 분류기준과 지역사회 기반 코호트의 조사주기가 

2년인 점을 고려하였다. 

표본 수 산정은 ClinCalc 프로그램(ClinCalc LLC, USA) [18]

을 이용하였으며, 연구 집단은 “독립표본 두 집단”, 일차결과변수

는 “이범주”를 각각 선택하고, 기대되는 발생률은 체질량지수와 

이상지질혈증과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문헌[19]을 참고하였다. 이 

연구는 일본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체질량지수 25 kg/m2 

미만(n = 738)에서 이상지질혈증 발생 위험비(hazard ratio 

[HR])는 1,000인년당 87.4, 25 kg/m2 이상(n = 188)인 여성에서

는 275.1이었다[19]. 두 군간의 비는 1:4, 유의수준(α)는 .05, 검
정력(1 - β)은 .85로 하였을 때 필요한 최소 표본 수는 240명(집

단 1 = 48, 집단 2 = 192)이었다. 

지역사회 기반 코호트에 참여한 10,030명 중 여성은 5,272명

이며, 폐경, 이상지질혈증과 설명변수에 대한 자료가 없는 자

(1,361명), 폐경이 아니거나 폐경 후 2년이 경과한 자(3,493명), 
기반조사에서 이상지질혈증이 있는 자(163명), 추적조사가 없어 

이상지질혈증 발생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자(10명) 등 5,027명

을 제외하고, 선정기준에 부합하여 분석대상자로 포함된 자는 

245명(Supplementary Figure 1)으로, 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 

수는 충족되었다. 

3. 연구 변수와 정의

1) 결과변수: 이상지질혈증

본 연구는 선행문헌[20]의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정의를 참고

하여 다음의 5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만족하는 경우로 “이상지

질혈증 있음”으로 정의하였다; 1) 의사로부터 이상지질혈증으로 

진단받았다고 자가보고한 경우, 2)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를 복용

하고 있는 경우, 3) 고콜레스테롤혈증(TC ≥ 240 mg/dL); 4) 고

중성지방혈증(TG ≥ 200 mg/dL); 5) 저HDL-C혈증

(HDL-C < 40 mg/dL). 한편, 선행연구에서 이상지질혈증을 정의

하는 데 포함된 고LDL-C혈증(LDL-C ≥ 160 mg/dL)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는데, KoGES 자료 수집당시 LDL-C를 

직접 측정하지 않아 Friedewald식(TC - HDL-C - TG/5) [21]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일부 대상자에서 음의 값을 보였기 때문

이다.

2) 설명변수 

혈중 지질의 분포는 연령, 교육수준, 소득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22,23],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으

로 알려진 흡연, 비만, 음주, 고혈압과 제2형 당뇨병은 여러 연구

에서 일관되게 이상지질혈증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5,19]. 인슐린 저항성(insulin resistance)은 혈중 TG와 

LDL-C를 증가시키는 반면 HDL-C를 떨어뜨리며[24], 심혈관계 

질환 가족력도 이상지질혈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7]. 이러한 선행문헌에서 이상지질혈증과의 관련성이 보고된 변

수를 중심으로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가구소득, 흡연, 음주, 
비만, 영양섭취, 고혈압, 당뇨병, 인슐린 저항성, 가족력, 그리고 

혈중 지질 등을 설명변수로 선정하였다. 각 변수는 설문조사 또

는 생리적 검사로부터 얻어진 것이며, 원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거

나 연구목적에 맞게 변환하거나 범주화하여 사용하였다. 

연령은 기반조사 당시 연령과 폐경 연령 등 2가지를 조사하였

고, 폐경 연령에 따른 이상지질혈증 발생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폐경 연령을 “40~49세”와 “50~59세”로 범주화하였다. 교육수준

은 “중졸 이하”와 “고졸 이상”으로, 결혼상태는 “기혼”과 “기타” 

(미혼, 이혼, 별거 등)로, 가구소득은 2003년 가구소득에 가장 

가까운 범주인 300만원[25]을 기준으로 “300만원 미만”과 “300

만원 이상”으로 범주화하였다. 흡연과 음주는 현재 상태를 기준

으로 현재흡연과 현재음주로 범주화하였다. 비만은 대한비만학회

[26]의 기준에 따라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25 

kg/m2 이상으로 정의하였으며, 신체계측으로 얻어진 체중(kg)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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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m) 자료를 이용하여 “체중(kg) / 신장(m)2”의 공식으로 계

산하였다. 영양섭취는 식품을 통해 섭취한 에너지(kcal), 단백질

(g), 지질(g), 탄수화물(g), 식이섬유(g) 등의 1일 섭취량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106개 항목으로 구성된 식품조사빈도 설

문지를 이용하여 지난 1년간 평균 섭취빈도와 1회 섭취분량을 측

정한 후 영양소별 1일 섭취량을 계산한 것으로[27], KoGES 대

상자의 영양섭취량을 평가하는 데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8]. 고혈압은 1) 고혈압 약물을 복용, 2) 수축기혈압 ≥ 140 

mmHg, 3) 이완기혈압 ≥ 90 mmHg [29,30] 등 3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만족하는 경우 “고혈압 있음”으로 정의하였다. KoGES

에서 수축기혈압과 이완기혈압은 좌우측을 구분하여 측정하였으

며, 본 연구에서는 좌우측 중 높은 측정값을 이용하였다. 당뇨병

은 1) 경구혈당강하제 복용 또는 인슐린 투여, 2) 공복혈당 ≥ 126 

mg/dL, 3) 식후 2시간 혈당 ≥ 200 mg/dL, 4) HbA1c ≥ 6.5% 

등 4가지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당뇨병 있음”으로 

정의하였다[31,32]. 인슐린 저항성은 Matthews 등[33]이 제안한 

Homeostasis model assessment-insulin resistance을 이용하였

으며, “(공복혈당 × 공복인슐린) / 405”의 공식을 이용하여 산정

하였다. 가족력은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등 3가지 질환에 대

한 가족력을 포함하였으며, 대상자를 기준으로 부모 또는 형제자

매 중 누구라도 해당질병을 진단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가족력 

있음”으로 범주화하였다. 혈중 지질은 혈액검사를 통해 측정된 

TC, TG, HDL-C 외에, 이들로부터 계산된 non-HDL-C (TC-

HDL-C)와 TG-HDL ratio (TG/HDL-C)를 포함하였으며, 원 

측정자료와 함께 심뇌혈관질환 발생위험을 고려하여 범주화하여 

사용하였다. TC는 “< 240 mg/dL”와 “200~239 mg/dL”, TG는 

“< 150 mg/dL”와 “150~199 mg/dL”, HDL-C는 “40~59 mg/dL”

와 “≥ 60 mg/dL”[20]로 범주화하고, non-HDL-C은 “< 141.5 

mg/dL”와 “≥ 141.5 mg/dL”, TG-HDL ratio는 “< 2.79”와 

“≥ 2.79”[34]로 범주화하였다. 

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for Windows 

version 25.0 (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통계적 검정은 유의수준 .05에서 양측검정하였다. 

1) 기반조사 당시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범주형 자료의 경우 빈

도와 백분율로, 연속형 자료의 경우 평균과 표준편차 또는 중앙

값과 사분위수 범위를 산출하였다. 

2) 이상지질혈증 발생수준은 발생분율(incidence proportion)

과 100인년당(person-year [PY]) 발생률(incidence rate)을 계

산하였다. 인년은 폐경부터 추적이 종료된 시점까지의 기간의 총

합으로 계산되며, 이상지질혈증이 발생한 대상자는 폐경연령에서 

이상지질혈증 발생 시 연령의 차이를, 비발생자는 폐경연령에서 

마지막 추적이 완료된 시점에서의 연령의 차이로 하였다. 발생시

Table 1. Subjects’ Characteristics at Baseline                        (N = 245)

Characteristics
n (%) or 
M ± SD

Age (yr) 49.8 ± 4.00

Education (≥ high school) 88 (35.9)

Married 223 (91.0)

Income (≥ 3 million won) 36 (14.7)

Current smoking  6 (2.4)

Current drinking 73 (29.8)

Obesity (BMI ≥ 25 kg/m2) 102 (41.6)

Hypertension 83 (33.9)

    Antihypertensives  16 (6.5)

    SBP ≥ 140 mmHg 44 (18.0)

    DBP ≥ 90 mmHg 68 (27.8)

Diabetes mellitus  15 (6.1)

    Insulin/oral hypo-glycemic agents  3 (1.2)

    FPG ≥ 126 mg/dL  4 (1.6)

    PP2 ≥ 200 mg/dL  7 (2.9)

    HbA1C ≥ 6.5 (%)  11 (4.5)

Homa-IR 1.58 ± 0.70

FH of hypertension 62 (25.3)

FH of diabetes mellitus 33 (13.5)

FH of heart disease  17 (6.9)

Energy (kcal) 1,986.00 ± 811.33

Protein (g) 68.26 ± 34.50

Fat (g) 31.67 ± 22.70

Carbohydrate (g) 352.27 ± 141.34

Fiber (g) 7.47 ± 4.09

TC (mg/dL) 193.67 ± 24.69

    200~239 107 (43.7)

    < 200 138 (56.3)

TG (mg/dL) 115.78 ± 34.62

    150~199 44 (18.0)

    < 150 201 (82.0)

HDL-C (mg/dL) 50.95 ± 7.87

    40~59 205 (83.7)

    ≥ 60 40 (16.3)

Non-HDL-C (mg/dL) 142.72 ± 24.48

TG/HDL-C ratio 2.35 ± 0.87

BMI = Body mass index; DBP = Diastolic blood pressure; FH = 
Family history; FPG = Fasting plasma glucose; HbA1C = Glycated 
haemoglobin; HDL-C = High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Homa-IR 
= Homeostasis model assessment-insulin resistance; M = Mean; PP2 
= Postprandial 2-hour glucose; SBP = Systolic blood pressure; SD = 
Standard deviation; TC = Total cholesterol; TG = Triglyce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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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이상지질혈증이 발생한 대상자와 전체 대상자를 대상으로 

폐경 후 이상지질혈증 발생까지의 경과시간의 평균과 표준편차 

또는 중앙값과 범위를 구하고, 폐경 연령별 이상지질혈증 발생비

율과 발생률을 산출하였다.

3) 폐경 후 시간적 경과에 따른 이상지질혈증 발생 위험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적용한 

생존분석으로 각 설명변수별 발생 위험비(HR)와 이의 95% 신

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을 구하였다. 범주화한 혈중 지

질 변수와 이상지질혈증 발생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Ka-

plan-Meier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생존곡선을 구하고, 로그순위

Table 2. Incidence and Timing of Dyslipidemia  (N = 245)

Characteristics Overall
Age at menopause (yr)

< 50 (n = 137) ≥ 50 (n = 108)

Incidence

    Incident cases 192 108 84

    Incidence proportion (%) 78.4 78.8 77.8

    Person-yr (PY) 1,618 904 714

    Incidence rate (95% CI) per 100 PY 11.9 (10.3~13.7) 12.0 (9.8~14.4) 11.8 (9.4~14.6)

    Unadjusted HR (95% CI) 1 0.98 (0.74~1.31)

Time since menopause to end of F/U among dyslipidemia cases†

    Age at menopausea (yr)

       M ± SD 48.9 ± 3.8 46.4 ± 2.8 52.2 ± 2.0*

       Median (IQR) 49 (47~51) 47 (45~49) 52 (50~54)

    Age at dyslipidemiab (yr)

       M ± SD 54.2 ± 5.0 51.9 ± 4.2 57.3 ± 4.2*

       Median (IQR) 54 (51~57) 52 (49~55) 56 (54~59)

    Difference between a and b 

       M ± SD 5.3 ± 3.5 5.5 ± 3.7 5.1 ± 3.2

       Median (IQR) 4 (3~7) 4 (3~8) 4 (3~6)

Time since menopause to end of F/U among no dyslipidemia cases††

    Age at menopausec (yr)

       M ± SD 48.3 ± 4.4 45.2 ± 3.6 52.0 ± 1.8*

       Median (IQR) 49 (46~51) 47 (42~48) 52 (50~53)

    Age at end of F/Ud (yr)

       M ± SD 59.5 ± 6.5 55.7 ± 5.5 63.9 ± 4.5*

       Median (IQR) 60 (55~65) 57 (51~60) 65 (63~67)

    Difference between c and d 

       M ± SD 11.2 ± 4.7 10.5 ± 4.8 11.9 ± 4.5

       Median (IQR) 14 (7~15) 11 (6~15) 14 (10~15)

Time since menopause to end of F/U (all subjects)

    Age at menopausee (yr)

       M ± SD 48.8 ± 4.0 46.2 ± 3.0 52.1 ± 2.0*

       Median (IQR) 49 (47~51) 47 (44~49) 52 (50~54)

    Age at end of F/Uf (yr)

       M ± SD 55.4 ± 5.7 52.8 ± 4.8 58.8 ± 5.1*

       Median (IQR) 55 (51~59) 52 (50~56) 57 (55~63)

    Difference between e and f 

       M ± SD 6.6 ± 4.5 6.6 ± 4.5 6.6 ± 4.6

       Median (IQR) 5 (3~9) 5 (3~9) 4 (3~10)

CI = Confidence interval; F/U = Follow-up; HR = Hazard ratio; IQR = Interquartile range; M = Mean; PY = Person-year; SD = Standard deviation.
*p < .001 by Mann-Whitney U test. 
†For subjects who developed dyslipidemia only; ††For subjects who did not develop dyslipidemia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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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혈중 지질을 제외한 변수(model 

1)를 일차로, 그리고 혈중 지질(model 2)을 이차로 설명변수를 

위계적으로 투여한 후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적용한 

생존분석을 통해 다른 변수의 효과를 통제한 후 이상지질혈증 

발생 위험요인을 확인하였다. 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을 확인하

기 위해 설명변수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영양섭취 변수 간

에는 .51∼.94의 중등도 이상의 상관성이 확인되어 에너지 섭취

량 변수만을 사용하였으며, 혈중 지질 변수 간에는 TC와 TG 

(ρ = .94, p < .001), non-HDL-C와 TG/HDL-C (ρ = .92, 
p < .001)에서 높은 상관성을 보여(Supplementary Table 1), 변수 

간 상관성이 낮은 혈중 지질 변수 중 TG, HDL-C, TG/HDL-C 

등 3개의 변수를 투입하였다. 

4) 이상지질혈증 발생 위험요인은 시간적 경과에 따라 변화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기반조사와 관찰 종료시점에서의 대상자 특

성의 차이와 관찰 종료시점에서의 대상자 특성과 이상지질혈증 

발생간의 관련성에 대한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자에 대한 분

석은 Wilcoxon signed rank test 또는 McNemar test를, 후자에 

대한 분석은 Mann-Whitney U test, χ2 test 또는 Fisher’s ex-

act test를 이용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계획서는 경성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 승인(IRB 

No. 19-05-001)을 받았으며, 승인서를 질병관리청 KoGES 담

당부서에 제출하고, 연구에 사용할 반복 추적조사자료는 익명화

된 상태로 제공받았다. 

연구 결과

1. 기반조사 당시 연구대상자의 특성

Table 1은 기반조사 시점에서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

과이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9.8세, 고졸 이상이 35.9%이며, 
현재 흡연과 음주를 하는 대상자는 각각 2.4%와 29.8%, 고혈압

Table 3. Comparison of Subjects’ Characteristics at Baseline according to Dyslipidemia Onset  (N = 245)

Characteristics
Dyslipidemia onset 

HR (95% CI) p
No (n = 53) Yes (n = 192)

Age (yr) 49.2 ± 4.4 50.0 ± 3.8 1.02 (0.98~1.05) .393

Education ≥ high school 20 (37.7) 68 (35.4) 1.02 (0.76~1.36) .922

Married 47 (88.7) 176 (91.7) 1.11 (0.66~1.83) .727

Income ≥ 3 million won  5 (9.4) 31 (16.1) 1.20 (0.82~1.76) .355

Current smoking  1 (1.9)  5 (2.6) 1.59 (0.65~3.87) .309

Current drinking 17 (32.1) 56 (29.2) 0.95 (0.70~1.30) .769

Obesity (BMI ≥ 25 kg/m2) 17 (32.1) 85 (44.3) 1.21 (0.91~1.61) .185

Hypertension 15 (28.3) 68 (35.4) 1.02 (0.76~1.37) .919

Diabetes mellitus  2 (3.8)  13 (6.8) 1.15 (0.66~2.03) .617

Homa-IR 1.56 ± 0.75 1.58 ± 0.69 0.98 (0.80~1.20) .866

FH of hypertension 18 (34.0) 44 (22.9) 0.78 (0.56~1.10) .159

FH of diabetes mellitus  5 (9.4) 28 (14.6) 1.33 (0.89~1.98) .166

FH of heart disease  2 (3.8)  15 (7.8) 1.47 (0.86~2.49) .157

Energy intake (kcal) 2,006.42 ± 886.11 1,980.36 ± 791.82 1.00 (1.00~1.00) .898

Protein intake (g) 71.93 ± 40.87 67.24 ± 32.58 1.00 (0.99~1.00) .601

Fat intake (g) 35.18 ± 31.64 30.70 ± 19.53 1.00 (0.99~1.00) .250

Carbohydrate intake (g) 346.73 ± 133.41 353.80 ± 143.74 1.00 (1.00~1.00) .721

Fiber intake (g) 7.57 ± 4.32 7.44 ± 4.04 1.01 (0.97~1.04) .668

TC (mg/dL) 185.94 ± 24.58 195.81 ± 24.35 1.01 (1.00~1.02) .003

TG (mg/dL) 94.89 ± 26.06 121.55 ± 34.52 1.01 (1.01~1.02) < .001

HDL-C (mg/dL) 54.13 ± 7.25 50.07 ± 7.83 0.97 (0.95~0.99) .006

Non-HDL-C (mg/dL) 131.81 ± 24.56 145.73 ± 23.65 1.01 (1.01~1.02) < .001

TG/HDL-C ratio 1.78 ± 0.53 2.51 ± 0.88 1.63 (1.38~1.92) < .001

BMI = Body mass index; CI = Confidence interval; FH = Family history; HDL-C = High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Homa-IR = Homeostasis 
model assessment-insulin resistance; HR = Hazard ratio; TC = Total cholesterol; TG = Triglyce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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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당뇨가 있는 경우가 각각 33.9%와 6.1%였다. 평균 TC는 

193.67 mg/dL, HDL-C는 50.95 mg/dL이며, TG/HDL-C 비는 

2.35이었다.

2. 이상지질혈증 발생수준과 시기

이상지질혈증 발생수준과 시기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2와 

Supplementary Figure 2에 제시하였다. 분석대상 245명 중 192

명에서 이상지질혈증이 발생하여 발생분율은 78.4%이며, 10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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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urvival curve of dyslipidemia onset according to lipid profiles at baseline survey. (A) Total cholesterol. (B) Triglyceride.  
(C) High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HDL-C). (D) Non-high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E) Triglyceride/HDL-C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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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당 발생률은 11.9건이었다. 이상지질혈증이 발생한 대상자의 

발생 당시 연령은 평균 54.2세이며, 폐경 후 발생까지 경과한 기

간은 평균 5.3년이었고, 이상지질혈증이 발생하지 않은 대상자의 

경우 폐경 후 관찰기간은 평균 11.2년이었다. 

한편, 폐경당시 연령을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으로 구분하였

을 때 100인년당 발생률은 각각 12.0건과 11.8건으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 .899). 이상지질혈증이 발생한 대

상자에서 폐경 후 발생까지 경과한 기간은 폐경 당시 연령이 50

세 미만에서는 평균 5.5년, 50세 이상에서는 5.1년이며, 대상자

의 50%에서 이상지질혈증이 발생하기까지 모두 4년이 소요되었

고 폐경 연령에 따른 경과시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

지질혈증이 발생하지 않은 대상자에서도 폐경 연령에 따른 경과

시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폐경 후 시간적 경과에 따른 이상지질혈증 발생 위험

요인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적용한 생존분석에서 시간

적 경과에 따른 이상지질혈증 발생과 관련이 있는 변수는 혈중 

지질이며, TC (p = .003), TG (p < .001), HDL-C (p = .006), 
non-HDL-C (p < .001), 그리고 TG/HDL-C 비(p < .001) 등에서 

모두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Table 3). 혈중 지질을 범주화한 후 

Kaplan-Meier 분석을 실시한 결과, TC가 200~239 mg/dL 

(p = .007)인 경우, TG가 150~199 mg/dL (p = .007)인 경우, 
non-HLD-C가 141.5 mg/dL 이상(p = .001)인 경우, 그리고 

TG/HDL-C ratio가 2.79 이상(p < .001)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

우에 비해 시간적 경과에 따른 이상지질혈증 발생 위험이 유의하

게 증가하였다(Figure 1). 그리고, TG/HDL-C ratio가 2.79 이

상인 경우 대상자의 50%에서 폐경 후 이상지질혈증 발생까지 경

과기간은 4년(95% CI = 3.52~4.48), 2.79 미만인 경우에는 6년

(95% CI = 4.69~7.31)이 소요되었다.

설명변수를 위계적으로 투여한 다중 분석에서 시간적 경과에 

따라 이상지질혈증 발생과 관련이 있는 변수는 TG/HDL-C이

며, 연구대상자의 기반조사 당시 특성을 통제하였을 때, TG/

HDL-C이 2.79 이상인 경우 2.79 미만에 비해 이상지질혈증 발

생 위험이 2.20배(p = .001) 증가하였다(Table 4). 

4. 추가분석

기반조사와 관찰 종료시점에서의 대상자 특성의 차이에 대한 

추가분석 결과 연령, 가구소득, 당뇨병, 인슐린 저항성, 가족력

(고혈압, 당뇨병, 심질환), 혈중 지질 중 TC와 non-HDL-C이 시

간적 경과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상지질혈증 발

생 위험요인으로 확인된 TG/HDL-C 비는 기반조사와 관찰 종

Table 4. Risk Factors for Dyslipidemia Onset after Menopause 

Characteristics
Model 1 Model 2

HR (95% CI) p HR (95% CI) p

Age (yr) 1.02 (0.99~1.06) .238 1.02 (0.98~1.06) .320

Education ≥ high school 1.08 (0.78~1.48) .652 1.15 (0.84~1.59) .378

Married 1.14 (0.65~1.99) .642 0.95 (0.54~1.67) .859

Income ≥ 3 million won 1.21 (0.81~1.83) .356 1.26 (0.83~1.91) .277

Current smoking 1.74 (0.67~4.50) .257 1.82 (0.68~4.83) .233

Current drinking 0.91 (0.65~1.28) .576 0.89 (0.63~1.24) .482

Obesity (BMI ≥ 25 kg/m2) 1.21 (0.89~1.64) .232 1.06 (0.77~1.45) .738

Hypertension 0.97 (0.70~1.35) .867 0.98 (0.70~1.37) .896

Diabetes mellitus 1.21 (0.64~2.29) .552 1.05 (0.55~2.01) .879

Homa-IR 0.94 (0.75~1.17) .565 0.96 (0.77~1.20) .717

FH of hypertension 0.78 (0.55~1.11) .174 0.79 (0.55~1.13) .196

FH of diabetes mellitus 1.34 (0.88~2.04) .170 1.43 (0.94~2.19) .098

FH of heart disease 1.45 (0.83~2.53) .195 1.46 (0.83~2.58) .191

Energy intake (kcal) 1.00 (1.00~1.00) .924 1.00 (1.00~1.00) .960

TG 150~199 (mg/dL) (ref < 150) 1.16 (0.70~1.92) .575

HDL-C 40~59 (mg/dL) (ref ≥ 60) 0.87 (0.56~1.35) .535

TG/HDL-C ≥ 2.79 (ref < 2.79) 2.20 (1.39~3.48) .001

BMI = Body mass index; CI = Confidence interval; DM = Diabetes mellitus; FH = Family history; HD = Heart diseases; HDL-C = High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Homa-IR = Homeostasis model assessment-insulin resistance; HR = Hazard ratio; HT = Hypertension; TG = Triglyce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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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시점 당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Supplementary Ta-

ble 2). 

관찰 종료시점에서의 대상자 특성과 이상지질혈증 발생간의 

관련성에 대한 추가분석에서 혈중 지질 변수 외에 연령(p < .001)

과 결혼상태(p < .001)가 새로이 확인되었으며, 이상지질혈증이 

있는 대상자의 평균 연령과 기혼율이 더 높았다. 

논    의

본 연구는 KoGES 중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사회 기반 코호트 자료를 활용하여 폐경 후 2년 이내의 이상지질

혈증이 없는 40세 이상 여성 245명을 대상으로 폐경 이후 14년

간의 추적 동안 이상지질혈증 발생수준과 시기, 그리고 위험요인

을 규명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192명(78.4%)에서 이상지

질혈증이 발생하였고, 100인년당 발생률은 11.9건이었다. 즉, 관
찰기간 동안 폐경 여성 100명당 약 78명에서 이상지질혈증이 발

생하였으며, 연간 발생률은 여성 100명당 약 5.6명에 해당하였다.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에 대한 연구[4,22,35]는 다수 보고되고 

있는 반면 발생률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며, 특히 폐경 후 이상

지질혈증 발생률을 보고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일본에서 

18세 이상(평균 연령이 48.9세) 여성 927명을 대상으로 16년간

(중앙값 1년) 추적하였을 때 이상지질혈증(HDL-C < 40 mg/dL, 
LDL-C ≥ 140 mg/dL, TG ≥ 150 mg/dL) 발생률은 100인년당 

11.79건이었다[19]. 이란에서 Isfahan Cohort Study 자료를 이용

하여 35세 이상 여성의 7년간 고콜레스테롤혈증(TC ≥ 200 mg/

dL, anti-lipidemic agents)과 고중성지방혈증(TG ≥ 150 mg/

dL, anti-lipidemic agents) 발생률은 각각 55.4%와 33.5%이며

[36], 또 다른 연구에서 20세 이상 여성의 5년간 이상지질혈증

(TC ≥ 200 mg/dL, TG ≥ 150 mg/dL, LDL ≥ 130 mg/dL, 
HDL < 50 mg/dL) 발생률은 64.8%였다[37]. 스위스에서 실시한 

연구에서 5.6년간 추적조사한 결과 여성의 이상지질혈증

(TG ≥ 150 mg/dL, HDL < 50 mg/dL, anti-lipidemic agents)의 

발생률은 19.7%였다[38]. 캐나다에서 18세 이상 성인에서 9년간 

이상지질혈증(TC ≥ 200 mg/dL, HDL < 40 mg/dL [남], 
HDL < 50 mg/dL [여]) 발생률은 25%이며, 성별에 따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39]. 이들 연구에서는 여성들

의 폐경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정의가 

모두 달라 발생률을 본 연구결과와 직접 비교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이상지질혈증 발생자의 발생 당시 평균 연령은 54.2세로, 폐경 

후 약 5.3년이 경과한 후 이상지질혈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건강보험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폐경 

연령대인 45~49세의 고콜레스테롤혈증이 12.4%이던 것이 5년

이 경과한 50~54세에서 21.2%로 급증[7]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단면조사에서 폐경 후 10~14년이 경과한 

여성에서 TG의 유의한 증가[15]를 보고하였으나, TG의 유의한 

증가 전이라도 이상지질혈증의 진단기준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폐경 후 비교적 이른 기간에 이상지질혈증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국내 여성의 평균 폐경 연령이 49.9세라는 선행연구[40]에 따

라 폐경 연령을 50세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을 때 이상지질혈증 

발생수준과 발생시기에는 차이가 없었다. 일 메타분석연구에서 

폐경 연령을 달리하여 심질환위험을 고찰하였는데, 45세 이전의 

조기폐경자는 45세 이후 폐경자에 비해 심혈관질환과 치명적 심

혈관질환 위험이 모두 증가하였고, 45~49세 폐경자와 50세 이

후 폐경자에서는 경동맥 죽상경화증 위험 증가를 제외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은 없는 반면, 55세 이후 폐경자는 50~54세 폐경자

에 비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41]. 

즉, 폐경 연령이 늦어질수록 심혈관질환에 대한 예방효과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폐경 연령이 45세 미만과 55세 이

상인 대상자는 34명과 16명에 불과하여 분석을 실시하지는 못하

였으며, 표본 수를 확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폐경 후 이상지질혈증 발생은 기반조사 시점의 

TG/HDL-C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변량 

분석에서는 TG/HDL-C 외에도 모든 혈중 지질 지표가 이상지

질혈증 발생과 관련이 있었으나, 지표간의 높은 상관성을 고려하

여 TG, HDL-C, TG/HDL-C만이 다중 분석에 포함되었고, 
TG/HDL-C만이 이상지질혈증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TG/HDL-C는 TG와 HDL-C로 구성된 복합지표로 

TG나 HDL-C의 혈중 농도가 이상지질혈증 진단기준에 부합하

지 않아도, 두 지표의 조합에 따라 절단점인 2.79 [34]를 초과하

는 경우 이상지질혈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대

상자는 기반조사 당시 이상지질혈증이 없는 자로, 개별 혈중 지

질 지표보다, 이들로 계산되는 복합지표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TG/HDL-C와 함께 TC/HDL-C도 HDL 하위분류 분포를 반영

하는 주요 지표이지만 TG/HDL-C가 TC/HDL-C에 비해 HDL 

하위분류 분포에 영향을 주는 더 강력한 요인[42]이므로 본 연

구에서는 TG/HDL-C만을 사용하였다. HDL 입자(particle)는 

대식세포로부터 콜레스테롤 유출을 촉진함으로써 죽상경화를 

예방하는 효과를 보이며, 이러한 기능은 HDL-C보다 HDL 하위

분류가 더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43]. 추가분석에서 확인

한 바에 따르면, TG/HDL-C은 기반조사와 관찰종료 시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비교적 안정적인 혈중 지표로 생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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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상지질혈증 발생을 예측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행문헌에서 이상지질혈증 발생 관련요인으로 보고되었던 흡

연, 음주, 비만, 고혈압과 제2형 당뇨병과 같은 심혈관질환 위험

요인[4,5,11], 영양섭취[1,44], 인슐린 저항성[24], 그리고, 심혈관

계 질환 가족력[7]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선행 연구가 다양한 연령대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본 연구는 최근 2년 이내 폐경한 비교적 동일한 특

성을 가진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상자 특성의 다양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가능한 원인은 표본크

기가 충분한 통계적 검정력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하였기 때문이

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비만(BMI ≥ 25 kg/m2)인 대상자의 

이상지질혈증 발생률은 83.3%이고 비만이 아닌 경우 74.8%이었

으며, 이를 ClinCalc 프로그램[18]을 이용하였을 때 80%의 통계

적 검정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표본크기는 각각 359명

씩 총 718명이었다. 마찬가지로 당뇨병 유무에 따른 이상지질혈

증 발생률은 각각 86.7%와 77.8%이며, 이 경우 최소 표본크기는 

각각 288명씩 총 576명이었다. 

한편, 영양섭취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단백질, 지
방, 탄수화물, 식이섬유 섭취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최근 보고에 

따르면 폐경 여성에서 호르몬 변화로 나타나는 지질대사나 에너

지 대사를 고려하여 충분한 단백질(1.0~1.2 g/kg/일) 섭취와 함

께 추가적으로 비타민 D,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제 등의 섭취

가 권장되고 있어[44], 이러한 영양소의 섭취 상태와 이상지질혈

증 발생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국내 일개 

대학병원의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한 폐경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적혈구침강속도, 총 빌리루빈, 요산, 공복혈당, 백혈구 수

치가 LDL-C와 관련이 있음[45]이 보고되어 이상지질혈증과 관

련된 생리적 지표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 또한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이상지질혈증은 심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이며, 폐경은 이상

지질혈증 발생과 관련이 있으나, 시간적 경과에 따른 발생수준, 
발생시기,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폐경 여성에서 이상지질혈증은 매우 흔하며, 폐경 후 5년 

이내에 이상지질혈증이 호발함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발

생과정에서는 폐경 당시 TG/HDL-C의 수준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

사는 본 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폐경 여성을 대상으로 혈중 지질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교육하며, TG/HDL-C이 높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혈중 지질 감소 중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40대 이상 여성이 포함된 지역사회 기반 코호트 연구

를 활용함에 따라, 연구 결과를 다양한 연령층이나 지역으로 일

반화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간호연구자는 40대 이전

의 조기폐경 여성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반복적 연구를 실시하기를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정책

입안자의 경우 국내 여성의 폐경 연령을 고려하여 50대 이후 여

성의 경우 약 5년간은 연 1회 혈중 지질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혈중 지질 모니터링을 통한 조기 중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장점으로 첫째, 폐경과 이상지질혈증 발생양상이나 

위험요인을 파악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이에 대한 근거를 추

가하였다. 이상지질혈증은 대사증후군의 한 요소[10]로 또는 독

립적으로[13] 폐경과의 관계가 연구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단면

조사 연구로 폐경 후 이상지질혈증 발생양상을 보고한 연구는 매

우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기반 코호트의 종단적 추적

자료를 활용하여 폐경 후 이상지질혈증 발생수준과 발생시기, 폐
경 연령에 따른 발생양상의 차이, 그리고, 폐경 후 이상지질혈증 

발생 위험요인 등을 다각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둘째, 폐경 후 2년 이내의 여성만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폐경 

후 시간적 경과에 따른 대상자 특성 변화를 최소화하고, 폐경 후 

이상지질혈증 발생시기의 정확성을 제고하였다. 셋째, 이상지질혈

증을 진단함에 있어 의사진단과 약물복용에 대한 자가보고 자료

와 함께 혈액검사를 통한 혈중 지질 등 주관적·객관적 자료를 모

두 활용하였으며, 혈중 지질의 지표로 TC, TG, HDL-C 등 3가

지를 활용하여 가능한 민감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넷째, 기반조

사 당시 경계수준 또는 정상수준의 혈중 지질이 시간적 경과에 

따라 이상지질혈증 발생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 지를 확인하였다. 

다섯째, 이상지질혈증 발생 위험요인을 파악함에 있어 혈중 지질

의 개별 지표는 물론 이들을 조합한 지표를 동시에 고려하였다. 

이상지질혈증과 심혈관질환 위험간의 관계를 파악함에 있어, 혈
중 지질에 대한 개별 지표(예: TG, HDL-C)보다 이들을 조합하

여 비(ratio)로 구성한 지표(예: TG/HDL-C)가 더 좋은 예측지

표로 알려져 있다. 특히, TG/HDL-C는 서로 역상관 관계에 있는 

2가지 지표를 조합한 것으로, 심혈관질환 예측, 대사증후군의 주

요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을 예측하는 데 좋은 지표가 된다[34]. 

마지막으로, 기반조사와 관찰 종료시점에서의 대상자 특성의 차

이에 대한 추가분석을 통해 폐경 후 이상지질혈증 위험요인인 

TG/HDL-C은 기반조사나 관찰종료 시점에서 유의한 변화가 없

어 비교적 안정적인 지표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제한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상지질혈증을 정의

함에 있어 LDL-C를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한 대상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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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편견이 있을 수 있다. LDL-C는 죽상경화증 심질환의 주요 위

험요인이며[46], 이상지질혈증을 정의하는 데 중요한 지표이지만 

직접 측정이 아닌 Friedewald equation에 의한 계산으로 구하는 

경우 정확성이 낮으며[47], 본 연구에서도 계산된 LDL-C 중 일

부에서 음의 값을 갖는 등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

다. 최근 LDL-C의 대안으로 non-HDL-C를 사용하고 있으나, 
절단점이 임의적이라는 한계가 있으며[47], 국내 연구[34]에 제

시한 non-HDL 절단점에서는 곡선하면적이 .62 (.58~.67)에 불

과하고 민감도 69.3%, 특이도 52.6%로 타당성이 낮아 본 연구에

서는 이상지질혈증 진단기준으로 LDL-C와 non-HDL-C를 제

외하였다. 둘째, 운동은 지질 소비를 증가시켜 혈중 지질을 떨어

뜨리며, 적극적인 유산소 운동은 혈중 지질 지표를 개선하는 효

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22,48]. 그러나, KoGES 반복 

추적조사의 기반조사에서는 peak metabolic equivalents를 고려

한 신체활동량을, 이후 추적조사에서는 운동 여부나 땀을 흘릴 

정도의 운동 여부 등 조사항목에 차이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설

명변수에서 제외되었다. 셋째, 일 코호트 연구에서 자연적으로 

또는 외과적 수술로 인해 40세 이전에 조기폐경된 여성은 40세 

이후 폐경된 여성에 비해 이상지질혈증의 위험이 1.36~2.13배 증

가하는 것[49]으로 나타나 40세 이전과 이후 폐경에 따라 이상

지질혈증의 발생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KoGES 조사는 40세 이후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

에 포함된 대상자는 모두 40대 이상이므로 본 연구결과를 40대 

이전의 폐경 여성까지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결    론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40대 이상의 여성을 최대 

16년간 추적조사하는 경우 100명 중 약 78명이 이상지질혈증이 

발생하여 폐경 여성에서 이상지질혈증이 매우 빈번히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상지질혈증이 발생한 대상자의 50%는 5~6년 발

생하여 폐경 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상지질혈증이 발생하며, 
폐경 당시 혈중 지질 중 TG/HDL-C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폐

경 후 이상지질혈증 발생률과 발생시기는 40대 폐경과 50대 폐

경에 상관없이 유사한 경향을 보여, 40대 이후 폐경 여성이라면 

폐경 직후부터 적어도 5년까지는 지속적인 혈중 지질에 대한 모

니터링과 함께 적정수준의 혈중 지질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습관

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폐경 당시 TG/HDL-C이 높은 여

성은 이상지질혈증의 고위험군으로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좀 

더 적극적인 혈중 지질관리 중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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