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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여성은 생의 오랜 기간을 폐경기로 보내게

예방을 목적으로 갱년기 호르몬 치료를 권고하지는 않는다. 가정의

되므로 노화와 관련된 각종 만성 질환의 예방하고 조기에 관리하는

학(KJFP) 학회지 10권 3호에는 폐경과 관련된 임상문제와 폐경 관련

것은 건강한 노년을 위해 중요하다. 특히 암에 이에 한국인의 사망

증상 치료에 대한 약물 및 비약물적 치료에 대한 종설과 요실금과

원인 2위인 심혈관 질환의 유병율은 폐경후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배뇨장애에 대한 종설이 수록되어 있다. 폐경기 여성의 심혈관 질환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우 심혈관 질환 발생 연령이 남성보다 약 5–10

과 생식관련 요인과의 관련성에 대해 국민영양조사자료를 이용한 단

년 정도 늦으므로,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시에 심혈

면연구 결과는 KoROSE registry data 연구 결과와 상이하여, 향후 이

관 질환의 위험 인자들도 더 많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흔하다.

주제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ACC)는 여성 심혈관 질환의

여성 환자 진료 시 페경전부터 전통적인 심혈관 위험인자뿐만 아

1차 예방에 대한 업데이트된 권고사항을 발표하였다. 여성 특이적

니라 여성 특유의 위험인자 병력을 확인하여 심혈관 질환의 예방 전

인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는 임신 합병증(임신성 고혈압, pre-

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1)

eclampsia, 임신성 당뇨, 37주 이전의 조산, 유산, 사산, 자궁내 태아
성장지연), 조기 폐경, 다낭성 난소 증후군 등이 있다. 여성에게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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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유병율이 높은 자가면역질환(systemic lupus erythematosus,

rheumatoid arthritis)도 심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으로 고려한다.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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