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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서 론 

폐경 후 호르몬 치료의 종류가 유방 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논란이 있으며, 자동화된 정량화 유방 밀도(volumetric 

mammographic density, VMD)에 미치는 영향은 알려진 바가 적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폐경 여성에서 폐경 후 호르몬 치료 종류에 따라 

정량적으로 측정한 유방 밀도의 시간적 변화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대학병원 산부인과 외래를 방문한 여성 

297명의 임상 자료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폐경 후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 (n=103), 에스트로겐 단독으로 

처방받은 환자(estrogen treatment, ET)(n=95), 에스트로겐 및 

프로게스토겐 제제를 함께 복용한 환자(estrogen plus progestogen 

treatment, EPT)(n=99)로 구성되었다. 호르몬 치료를 받은 모든 

환자는 이전 호르몬 치료 경험이 없었다. 모든 연구 대상자는 치료 전 

유방촬영술을 시행하였고, 치료 후 최소 2년 이내에 1회 이상 

유방촬영술을 시행하였다. 모든 유방촬영술은 자동화된 정량적 유방 

밀도 측정(Volpara™)을 사용하였다. 환자들의 연령 및 체질량 지수를 

보정하는 혼합 모델을 사용하여 호르몬 치료 종류에 따른 VMD의 

시간적 변화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VMD는 모든 연구 대상자에서 2회, 184명(62.0%)에서 3회 

측정되었다. VMD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의 중간값은 약 1년이었고, 

기저 VMD 측정 당시의 평균 연령은 53.0세였다. VMD를 비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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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로그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VMD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했으며, 연령 및 체질량 지수를 보정한 후에도 폐경 후 호르몬 치료 

종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1년 시점에서의 P = 0.02, 2년 

시점에서의 P = 0.003). 사후분석에서 VMD는 1년 시점에 ET 군과 

EPT 군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ET 군 11.0% vs. EPT 군 13.8%; 

P = 0.01), 2년 시점에서는 대조군과 EPT 군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조군 10.9% vs. EPT 군 13.8%; P = 0.01, ET 군 10.8% vs. EPT 

군 13.8%; P = 0.01).  

 

결론 

자동화된 VMD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호르몬 치료 종류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T 군과 대조군의 VMD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EPT 군은 ET 군/대조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주요어 : 폐경, 폐경 후 호르몬 치료, 정량적 유방밀도 

학   번 : 2017-2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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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폐경 후 여성 호르몬 제제를 복용하는 것은 폐경 여성에서 열성 

홍조(hot flashes) 완화와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1). 그러나 2002년 Women’s Health Initiative (WHI)에서 

폐경 후 호르몬 치료에 관한 대규모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발표한 이후 

(2), 많은 폐경 여성들이 유방암의 위험을 두려워하여 적절한 호르몬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WHI 연구에서도 호르몬 치료 종류에 

따라 유방암 위험이 달라진다고 보고하였고 (2), 60세 미만이거나 폐경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은 유방암의 위험보다 호르몬 치료의 

이득이 더 크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1), 적응증에 해당된다면 폐경 

후 호르몬 치료는 열성 홍조와 골다공증의 유용한 치료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유방 밀도는 지방 조직으로 구성된 방사선 투과성(radiolucent) 

부분과 섬유선형 조직(fibroglandular tissue)으로 구성된 방사선 

비투과성(radiopaque) 부분의 비율로 정의하고 있다 (3, 4). 높은 유방 

밀도는 유방암의 위험인자 중 하나로, 연구에 따라 유방암에 대한 

위험도가 4~6배까지 보고되기도 한다 (5-10). 유방 밀도를 평가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되던 정성적 측정법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실질의 

형태를 보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판독자의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있으며, 유방 

밀도를 등급으로만 분류하며 객관적인 수치는 반영되지 않는다 (11). 

이에 객관적 유방 밀도 측정법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대두되어 정량적 

유방 밀도 측정법이 개발되었다. 이 방법은 기존 측정법과 유방 MRI와 

비교하여 유방 밀도를 정량화하고 유방암 위험을 예측하는데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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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성을 보였다 (12-15).  

폐경 여성에서 호르몬 치료, 특히 에스트로겐-프로게스토겐 제제를 

복용하는 경우 유방의 밀도가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이들 

보고들은 대부분 과거의 정성적 평가 방법을 이용하여 연구되었기 

때문에 판독자의 주관이 개입되었을 수 있다 (16-18). 또한 정성적 

방법을 사용한 연구 중에서도 폐경 후 호르몬 치료 종류 및 성분을 

나누어 분석한 연구는 호르몬 제제를 통일했던 WHI 관련 연구가 

대부분이다. WHI 후속연구에서 conjugated equine estrogen (CEE)만 

복용한 여성은 유방암 위험이 오히려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19). 최근 도입된 정량적 측정 방법에 의한 연구는 

한 시점만을 확인한 단면적 연구이거나, 폐경 이전에 기저 유방 밀도 

측정값이 없어 한계가 있다. (20, 21) 따라서 서로 다른 폐경 후 호르몬 

치료의 종류가 유방 밀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정량적으로 

측정한 유방 밀도를 이용한 연구를 계획하였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폐경 여성에서 폐경 후 호르몬 치료에 따라 

정량적으로 측정한 유방 밀도의 시간적 변화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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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대상자 선정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GLIMMPSE 3.0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22, 23). 1년동안 VMD의 평균 기대감소치를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은 

여성에서는 0.3%, ET를 복용한 여성에서는 0.2%, EPT를 복용한 

여성에서는 0.1%로 설정하였고 표준 편차를 1%로 가정하고 계산하였다. 

검정력 80% 및 1종 오류를 범할 확률 5%에서 VMD의 시간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적절한 대상자 수는 각 군당 103명씩 309명이었다. 

2011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외래를 

방문한 폐경 여성의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연구기간 동안 유방촬영술을 2년에 걸쳐 2회 이상 시행한 모든 폐경 

여성 중 자연 폐경 혹은 난소절제술로 수술적 폐경이 확인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연 폐경은 연속되는 12개월 동안 생리가 없거나, 

혈중 난포형성호르몬(follicle stimulating hormone, FSH) 수치가 40 

IU/L 보다 높게 측정되었을 때 진단하였다. 조기 난소부전과 자연 

폐경의 특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40세 이전에 폐경을 경험한 

조기난소부전 여성은 제외하였다. 또한 이전에 유방암을 진단받았거나 

어떤 이유로든 유방 수술을 받은 환자도 제외하였으며, 연구기간 이전에 

폐경 후 호르몬 치료를 시작한 여성도 제외하였다. 

총 297명의 연구 대상자들 중 폐경 후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은 103명, 에스트로겐 치료만 받은 사람(estrogen treatment, 

ET)은 95명, 에스트로겐-프로게스토겐 제제(estrogen plus 

progestogen treatment, EPT)를 처방받은 사람은 99명이었다. 

 

제 2 절 연구자료 수집 

연구 대상자의 연령, 체질량 지수 (body mass index, BMI), 자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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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난소의 유무, 복용한 호르몬제제 종류, 출산력, FSH 수치, 정량화 

유방 밀도 (volumetric mammographic density, VMD) 등 모든 

연구자료는 의무기록을 통하여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모든 

자료는 서울대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후 수집되었다 (IRB No. 

1909-049-1063). 

자연 폐경 여성은 마지막 월경일 기준으로 폐경 연령을 정의하였고, 

수술적 폐경 여성은 난소절제술을 시행한 시점으로 폐경 연령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첫 VMD 시행 당시 연령을 기저 연령으로 조사하였다. 

BMI는 첫 유방촬영술 시행 시점 6개월 전후에 측정된 BMI 값을 

조사하여 사용하였다.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은 대조군은 폐경 후 처음으로 측정한 

VMD를 기준으로 2년 후까지 측정한 VMD 자료를 수집하였고, 측정 

시점에 따라 2차, 3차 VMD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호르몬 치료를 받은 

여성에서는 폐경 이후 호르몬 치료 시작 전 VMD를 기준으로 하였다. 

호르몬 치료 시작 이후 2년 후까지 측정한 VMD 자료를 수집하여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열성 홍조를 비롯한 혈관운동성 증상 (vasomotor symptom, 

VMS)을 호소하거나, 골다공증으로 인해 골절의 위험이 높은 여성에게 

폐경 후 호르몬 치료를 권고하였고, 환자가 동의하는 경우 치료를 

시작하였다. 폐경 후 호르몬 치료는 급성 간질환, 혈전증의 위험 및 

여성 호르몬에 반응하는 악성 종양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시작하였다. 

297명 중 호르몬 치료를 받은 194명은 VMD를 측정한 후 호르몬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자궁절제술을 받지 않은 여성은 EPT를 

처방받았다. 자궁절제술을 받은 여성 중 자궁내막증의 과거력이 있거나, 

아전자궁절제술(subtotal hysterectomy)을 시행한 경우도 EPT를 

처방받았다. EPT를 복용한 환자는 임상의와 환자의 선호도에 따라 

프로게스토겐 제제를 주기적으로 복용하여 소퇴성 출혈을 유도하거나, 

지속적으로 복용하여 소퇴성 출혈이 없도록 하였다. 자궁절제술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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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중 앞선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ET를 복용하였다. 

모든 호르몬 제제의 성분명 및 용량 또한 의무기록을 확인하였다. 

이전 WHI 무작위 대조군 연구에서는 에스트로겐 제제로 CEE 제제를 

사용하여 호르몬 치료의 영향을 분석하였으므로 (2), 본 연구의 하위 

집단 분석을 위해 CEE 기반 ET 와 estradiol valerate (EV) 기반 ET 

로 구분하였다. 

 

제 3 절 유방 촬영 및 판독 

연구 대상자들은 Selenia®  Dimensions®  시스템(Hologic Inc., 

Marlborough, MA)을 사용하여 2년 동안 두 번 이상 디지털 유방 

촬영술을 시행하였다. 유방 촬영술은 표준지침에 따라 상하측 

촬영(cranio-caudal view) 및 내외사방향촬영(medio-lateral oblique 

view)를 양쪽 유방에서 모두 촬영하였다. 

연구대상 환자에서는 완전 자동화된 유방 밀도 측정법인 

Volpara™(Volpara Density™ version 1.5.1, Matakina Technology, 

LTD, Wellington, NZ)를 이용하여 VMD를 측정하였다. Volpara™는 

유방 밀도의 정량적 측정이 가능한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미가공 

데이터를 전송받아 영상을 화소(pixel)단위로 분석하여 결과를 전송한다 

(그림 1). 

지방형 조직을 기준점으로 하여 각 화소에서 치밀 유방 조직의 

두께를 추정하고, 이를 모두 더하여 전체 섬유선형 조직의 부피를 

계산한다. 전체 유방 조직 부피는 전체 유방면적에 추정된 유방조직 

두께를 곱하여 산출하고, 유방 밀도는 전체 조직의 부피에 대한 

섬유선형 조직의 부피를 백분율로 계산하여 제공된다. 상하측 및 

내외사방향촬영 사진을 모두 분석하며, 각 영상에서 얻어진 값을 

평균하여 오른쪽 및 왼쪽 유방의 부피 및 밀도를 각각 표시한다 (24). 

본 연구에서는 백분율로 표시된 유방 밀도 값을 통계 분석에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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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Volpara™로 측정한 정량적 유방 밀도 결과 예시 

 

호르몬 제제를 복용하는 모든 여성에서는 가급적 매년 유방 

촬영술을 시행하도록 권고하였다.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연구 대상자의 

양측 유방 영상을 유방촬영술 판독 규약(Breast Imaging Reporting and 

Data System, BI-RADS)에 근거하여 판독하였다. BI-RADS는 널리 

쓰이고 있는 유방촬영 영상을 판독하는 체계로, 범주 0부터 6까지로 

분류하고 있다 (11, 25). 유방 촬영 영상이 BI-RADS 범주 0으로 

분류된 경우 초음파를 추가로 시행하여 BI-RADS 범주를 다시 

평가하였다. 이후 최종적으로 평가된 BI-RADS 범주가 1~2인 경우, 

기존의 유방촬영술 검사 간격을 유지하였고, 3인 경우 6~12개월 뒤 

다시 유방촬영술을 시행하였다. BI-RADS 범주 4A 이상으로 판독되는 

경우 유방 조직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검사 간격을 

조정하거나 호르몬 제제 복용을 중단하였다. 

 

제 4 절 통계 분석 

연령, BMI, VMD 등의 연속 변수는 변수의 분포에 따라 



 

7 

 

 

평균±표준편차, 혹은 평균 (95% 신뢰구간), 중앙값 (사분위수 범위)로 

표기하였으며, 범주형 변수는 대상자 수로 표기하였다. 

환자들의 임상적 특성을 비교할 때는 변수 특성에 따라 카이제곱 

검정, 분산분석 혹은 Kruskall-Wallis 검정을 사용하였다. 범주형 

변수에서 기대빈도가 5 이하인 범주가 20%를 넘는 경우 Fisher의 

정확한 검정을 사용하였다. 분산분석으로 세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에 대하여 Games 및 Howell 검정으로 사후분석을 시행하였다. 

유방 밀도는 한 환자에서 측정된 오른쪽과 왼쪽의 유방 밀도를 

평균하여 사용하였고, 로그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환자들의 기저 연령 

및 기저 BMI를 보정하여 시간에 따른 VMD 변화가 호르몬 치료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혼합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조군, ET 군, 

그리고 EPT 군의 VMD 변화가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경우 Bonferroni 

방법으로 보정하여 사후분석을 시행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에서 Stata 17.0 프로그램(StataCorp LLC, College 

Station, Texas)을 사용하였으며, 양측 검정으로 P 값이 0.05 이하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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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연구 대상자의 임상적 특성 

VMD는 모든 여성에서 2회 측정하였고, 184명(62.0%)의 여성에서 

3회 측정되었다. 1차와 2차 VMD 측정 사이 시간 간격의 중간값은 

1.1년이었고, 1차와 3차 사이는 2.2년이었다. 이 시간 간격은 모든 군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 없이 일정했다 (표 1). 

 

표 1. 폐경 후 호르몬 치료 방법에 따른 연구 대상자의 임상적 특성 

 전체 

(n=297) 

대조군 

(n=103) 
ET (n=95) EPT (n=99) P 

연령 (년) 53.0±3.3 53.3±3.0 52.7±3.9 53.0±2.9 0.42 

BMI (kg/m2) 
22.4 (20.7-

25.0) 

23.4 (21.5-

25.8)a 

23.7 (21.8-

26.0)b 

22.3 (20.6-

23.8)a,b 
0.01* 

폐경 연령 (년) 
50 

(48-53) 

50 

(48-53) 

51 

(48-53) 

51 

(49-52) 
0.87* 

출산 횟수 2 (1-2) 2 (1-2) 2 (1-2) 2 (1-2) 0.11* 

MMG 사이 시간간격 (년)     

1차-2차 
1.1 

(1.0-1.6) 

1.1 

(1.0-1.7) 

1.2 

(1.0-1.6) 

1.1 

(1.0-1.5) 
0.53* 

1차-3차 
2.2 

(2.0-2.8) 

2.4 

(2.0-2.9) 

2.2 

(2.0-2.9) 

2.2 

(2.0-2.5) 
0.16* 

검사 시행자 수     

1차 MMG 297 103 95 99  

2차 MMG 297 103 95 99 1.00 

3차 MMG 184 56 62 66 0.14 

ET, estrogen therapy; EPT, estrogen-progestogen therapy; MMG, 

mammography: BMI,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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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by analysis of variance or chi-square test  

P* by Kruskall-Wallis test  

a, b: P< 0.05 by Games and Howell test for post-hoc analysis for unequal 

variance 

 

첫 유방촬영술 당시 측정한 BMI의 중앙값은 22.4kg/m2 였고, 이는 

폐경 후 호르몬 치료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이에 

Games and Howell 검정으로 사후분석을 시행하였고 EPT 군의 BMI 

가 다른 두 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대조군 23.4kg/m2, ET 군 

23.7kg/m2, EPT 군 22.3kg/m2). 

첫 유방촬영술 당시 연구 대상자들의 연령 및 폐경 연령의 평균은 

각각 53세, 50세였으며, 폐경 후 호르몬 치료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세 군 모두 과거 출산 횟수의 중앙값은 2회였으며, 

역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제 2 절 폐경 후 호르몬 치료 종류에 따른 VMD의 시간적 

변화 

모든 VMD 값은 로그로 변환하여 분석하였고, 기저 VMD는 세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2). VMD는 전체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혼합모형으로 기저 연령과 기저 BMI를 

보정하고 분석하였을 때, 폐경 후 호르몬 치료 종류에 따라 VMD의 

변화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세 군 사이 VMD의 변화 추이는 폐경 후 

호르몬 치료를 시작한 후 VMD를 측정한 모든 시점에서 유의하게 

달랐다 (1년 시점에서의 P = 0.02, 2년 시점에서의 P =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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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폐경 후 호르몬 치료에 의한 유방 밀도의 연간 변화 

 대조군 (n=103) ET (n=95) EPT (n=99) P 

예측된 정량화 유방 밀도 (%)   

기저치 12.4 (9.4-15.4) 11.4 (8.9-13.9) 13.5 (11.1-15.8) 0.30 

1년 후 11.5 (10.1-13.0) 11.0 (9.6-12.3)a 13.8 (12.5-15.1) a 0.02 

2년 후 10.9 (9.5-12.2)b 10.8 (9.6-12.0)a 13.8 (12.6-15.0)a,b 0.003 

ET, estrogen therapy; EPT, estrogen-progestogen therapy 

Values are presented as predicted volumetric percent mammographic density and 95% confidence interval.  

P based on mixed model with log transformation of volumetric density, adjusted for age and body mass index at baseline 

a, b: P< 0.05 by Bonferroni’s correction for pairwise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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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각 군 사이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시행하였다. 

1년 시점에서는 ET를 복용한 여성과 EPT를 복용한 여성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11.0% vs. 13.8%, P = 0.01), 이 차이는 2년 

시점에서도 유의하였다 (ET 군 10.8% vs. EPT 군 13.8%; P = 0.01). 

호르몬 치료 시작 2년 후에는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은 여성과 EPT를 

복용한 여성 사이에서도 VMD 변화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조군 

10.9% vs. EPT 군 13.8%; P = 0.01). 

아래는 표 2에 기술한 호르몬 치료 종류에 따른 VMD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정리한 그래프이다 (그림 2). EPT 군과는 달리, ET 군과 

대조군이 비슷하게 VMD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2. 폐경 후 호르몬 치료 종류에 따른 유방 밀도의 변화 (연령과 BMI를 

보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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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에스트로겐 성분에 따른 VMD 변화 

ET를 복용한 95명의 여성 중 CEE를 복용한 여성은 58명, 

EV(estradiol valerate)를 복용한 여성은 37명이었다. EPT 군 중 

CEE를 복용한 여성은 없었다. 이에 ET 군을 에스트로겐 제제 성분에 

따라 CEE 군과 EV 군으로 나누어 혼합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대조군과 EPT 군, CEE 군, EV 군의 VMD의 변화를 연령과 BMI를 

보정하고 분석하였을 때, 네 군의 기저 VMD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치료 시작 후 VMD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이는 

VMD를 측정한 모든 시점에서 유의했다 (1년 시점에서의 P = 0.03, 2년 

시점에서의 P = 0.004). 

CEE 군과 EV 군이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VMD 변화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시행하였다. CEE를 복용한 

여성은 대조군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EPT 군과는 치료 시작 2년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EE 군 10.4% vs. EPT 군 

13.8%; P = 0.02). 반면 EV를 복용한 여성은 대조군 및 EPT를 복용한 

여성 모두와 VMD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CEE와 EV를 복용한 여성 

사이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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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에스트로겐 성분에 따른 유방 밀도의 연간 변화 

 대조군 (n=103) CEE (n=58) EV (n=37) EPT (n=99) P 

보정 후 정량화 유방 밀도 (%)  

기저치 12.4 (9.5-15.4) 11.7 (8.8-14.6) 9.9 (4.9-15.0) 13.5 (11.1-15.8) 0.22 

1년 11.5 (10.1-13.0) 10.8 (9.2-12.5) 11.0 (8.7-13.2) 13.8 (12.5-15.1) 0.03 

2년 10.9 (9.5-12.2)b 10.4 (9.0-11.9)a 11.5 (9.6-13.5) 13.8 (12.6-15.0)a,b 0.004 

CEE, conjugated equine estrogen-based therapy; EV, estradiol valerate-based therapy; EPT, estrogen-progestogen 

therapy 

Values are presented as predicted volumetric percent mammographic density and 95% confidence interval.  

P based on mixed model with log transformation of volumetric density, adjusted for age and body mass index at baseline 

a, b: P< 0.05 by Bonferroni’s correction for pairwise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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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경 후 호르몬 치료와 에스트로겐 성분에 따른 VMD 변화 추이는 아래 

그래프에서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EPT 군과는 달리, CEE 

군과 대조군이 비슷하게 VMD가 감소하는 형태를 보인다. EV 군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그림 3. 폐경 후 호르몬 치료 종류에 따른 유방 밀도의 변화 (연령과 BMI를 보정함.) 

 

제 4 절 호르몬 치료 후 유방 관련 부작용 

연구 대상자들이 3차 유방촬영술을 시행하는 동안 BI-RADS 범주 

0으로 확인되었던 환자는 1차 촬영 당시 각각 대조군에서 6명(5.8%), ET 

군에서 7명(7.4%), EPT 군에서 8명(8.1%)이었다 (표 4). 모든 유방촬영 

회차에서 BI-RADS 범주 0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비율이 세 군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차 촬영 당시에는 대조군 3명(2.9%), ET 군 2명(2.1%), 

EPT 군 4명(4.0%)로 그 비율이 감소하였고, 3차 촬영 시에는 모든 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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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명만 BI-RADS 범주 0으로 분류되었다. 

 

표 4. 폐경 후 호르몬 치료 후 유방 관련 부작용 

 
대조군 

(n=103) 
ET (n=95) EPT (n=99) P 

BI-RADS 범주 0 인 환자 비율    

1차 MMG 6/103 (5.8%) 7/95 (7.4%) 8/99 (8.1%) 0.85 

2차 MMG 3/103 (2.9%) 2/95 (2.1%) 4/99 (4.0%) 0.89 

3차 MMG 1/56 (1.8%) 0/62 (0%) 1/66 (1.5%) 0.46 

유방 조직검사를 

시행한 환자 
3 (2.9%) 1 (1.1%) 4 (4.0%) 0.50 

유방암을 진단받은 

환자 
1 (1.0%)  1 (1.1%) 0 (0%) 0.77 

ET, estrogen therapy; EPT, estrogen-progestogen therapy; MMG, mammography 

Data are presented as number (proportion) 

P by Fisher’s exact test 

 

유방 초음파 후 BI-RADS 범주 4A 이상으로 확인되어 유방 조직 

검사를 시행한 환자는 대조군 3명(2.9%), ET 군 1명(1.1%), EPT 군 

4명(4.0%) 였으며, 이 중 유방암을 진단받은 환자는 대조군에서 1명(1.0%), 

ET 군에서 1명(1.1%)이었고, EPT 군에서는 유방암 환자가 관찰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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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및 고찰 
 

 

제 1 절 고찰 

본 연구는 폐경 직후의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폐경 후 호르몬 치료를 

ET와 EPT로 나누어 호르몬 치료 중 정량화된 유방 밀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ET를 복용한 여성의 VMD 

변화가 폐경 후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은 여성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고, 

호르몬 치료 시작 이후 모든 시점에서 EPT를 복용한 여성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에스트로겐 성분에 따른 하위집단 분석에서 EPT와 CEE를 

복용한 여성 사이에 VMD의 변화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PT 군 중에서는 

CEE가 포함된 호르몬 제제를 복용한 여성이 없었기 때문에, EPT 군과 ET 

군 사이의 VMD의 유의한 차이는 EV를 복용한 여성보다 CEE를 복용한 

여성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WHI 연구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 WHI 연구에서도 

ET를 복용하는 여성에서 CEE만 사용할 경우, 대조군에 비해 유방암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2). 그러나 WHI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는 

달리 ET와 EPT를 비교해보지는 못했다. 그리고 WHI 연구에서 EPT 군은 

프로게스토겐 제제로 medroxyprogesterone acetate(MPA)만을 사용했지만, 

본 연구에서 MPA를 복용한 여성은 없었다. 따라서 WHI 연구를 포함한 

MPA 사용했던 연구 결과에 대해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 

Chlebowski 등은 WHI 후속 연구를 시행하였는데, WHI 연구 대상자들 

중 자궁절제술을 시행한 폐경 여성을 6.8년 추적관찰하였을 때, ET를 복용한 

여성이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은 여성에 비해 유방암의 위험비(hazard ratio, 

HR)가 증가하지 않았다 (19). 많은 연구자들이 유방 밀도를 유방암의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연구 결과는 본 연구에서 

ET 군이 대조군과 유방밀도의 차이가 없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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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S로 평가한 유방 밀도 1등급에 대한 유방 밀도 4등급의 유방암의 상대 

위험도(relative risk, RR)를 4.08 (95% 신뢰 구간 2.96-5.63)로 분석한 

연구가 있었으며 (6), 이후 메타 분석 (meta-analysis)에서 높은 유방 

밀도(>75%)를 가진 여성의 경우 낮은 유방 밀도(<10%)를 가진 여성에 비해 

유방암의 오즈비(odds ratio, OR)가 4.7 (95% 신뢰구간 3.0-7.4)로 

유의하게 높다고 보고하였다 (8). 

한편, McTiernan 등은 WHI 연구의 일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CEE를 복용한 여성의 유방 밀도가 2년동안 1.7% 증가하였고, 위약을 복용한 

여성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26). 이 결과는 본 연구뿐만 

아니라 WHI 전체 연구와도 달랐다. 본 연구의 결과가 McTiernan 등의 

연구와 차이를 보는 것은 연구 대상자의 호르몬 치료 과거력 때문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호르몬 치료 과거력이 없는 여성만 포함하였지만, 이들의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 전 호르몬 치료를 받은 여성이 39.1%(170/435)로 

많았다. 또한 McTiernan은 필름 사진을 스캔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며, 판독자가 치밀 유방 조직의 기준점을 지정해주었기 때문에 

주관성이 개입되었을 소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연구의 평균 연령은 

53세인데 반해, 이들의 연구에서는 50대 환자가 38.6%(168/435) 이고, 

79세 여성까지 연구 대상자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와 결과가 달랐을 

수 있다. 그리고 McTiernan의 연구에서 아시아계는 매우 소수 (n=4) 인 

반면, 본 연구에서는 1명을 제외하고는 전원 한국인이었다. 아시아계 여성의 

평균 유방 밀도는 서구에 비해 높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27). 또한 폐경 

전 VMD가 높을수록 폐경 이행기를 지나면서 VMD가 더 크게 감소한다 

(20). 따라서 본 연구의 경우, 대상 여성들의 기저 유방 밀도가 높기 때문에 

유방 밀도가 더 적게 변화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여러 연구자들이 폐경 후 호르몬 치료가 VMD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Hjerkind 등은 폐경 후 호르몬 치료를 하지 않은 여성에서 

정량적으로 측정한 VMD가 가장 크게 감소하는 것을 보고하였다 (21). 

이들의 연구는 정량적으로 측정한 유방 밀도의 시간적 변화를 분석하였다는 



 

18 

 

 

것이 강점이나, 폐경 후 호르몬 치료 여부만 조사하여 호르몬 치료 종류가 

VMD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한편, Engmann 

등은 폐경 이행기 여성의 VMD를 평균 3.1년 동안 관찰하였고, VMD 변화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분석하였다 (20). 이들은 호르몬 치료를 대조군, 

ET와 EPT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호르몬 치료 종류는 VMD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20). 그러나 

이들은 폐경 전 VMD까지 포함하였기 때문에 폐경 후 호르몬 치료만의 

영향을 보기 어려워 데이터 수집 시점이 적절하지 못했다. 또한, 폐경 후 

VMD는 1번만 측정한 단면연구(cross-sectional study)라는데 한계가 있다. 

반면, 본 연구는 VMD를 사용한 연구 중에서, 폐경 후 여성들만 포함하였고, 

호르몬 치료 시작 후 평균 1년이라는 비교적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측정된 

VMD 자료를 수집하였다.  

CEE 군의 VMD의 감소는 EPT 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EV 군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CEE와 EV가 유방 밀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CEE는 말의 소변에서 추출된 수용성의 estrogen sulfate 

천연 혼합물로, estradiol-17β 뿐만 아니라 estrone, estradiol-17α, 

equilin 등 다양한 종류의 에스트로겐과 식물성 에스트로겐(phytoestrogen) 

및 에스트로겐이 아닌 스테로이드 종류도 포함되어 있다 (28). 그중 

estrone은 estradiol-17β에 비해 에스트로겐 수용체 결합 친화도가 낮고, 

estradiol-17α 은 성선자극호르몬 분비는 억제하지만 자궁 내막 및 유방 

조직 증식을 촉진하지 않기 때문에 유방 밀도를 낮추는데 기여했을 수 있다 

(28). 따라서 CEE는 tamoxifen, raloxifene 같은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selective estrogen receptor modulators, SERM)처럼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후향적으로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이로 인한 

편향(bias)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폐경 후 호르몬 치료에 대한 

계획이 다양한 임상 상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대조군과 ET 군, EPT 군 

사이에 교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서로 다른 특성이 존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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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폐경 후 열성 홍조가 없는 경우 폐경 후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대조군은 열성 홍조가 없기 때문에 유방밀도가 빠르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었다. 실제로, 유방암 발병율과 열성 홍조가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29). 이 연구에서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치밀 유방은 유방암의 위험인자 중 하나이므로 열성 홍조와 

치밀 유방이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부모, 형제 

중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여성의 경우 폐경 후 호르몬 치료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0), 대조군에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여성이 주로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다른 한계점으로는 연구 대상자 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통계적으로 산출한 적절한 연구 대상자 수는 각 군당 103명씩 

309명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총 297명의 연구 대상자들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서울대병원에 Volpara™ 도입된 시기인 2011년부터 방문한 모든 

환자들을 조사하였으나, 297명의 환자들만이 연구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였다. 특히 하위집단 분석에서도 대상자 수가 CEE 군 58명, EV 군 

37명으로 적어 두 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Kenward-Roger 방법을 사용하여 결과를 보정하였고, 보정 

전 결과와 차이가 없었다 (31). 

마지막으로, 유방 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기저 BMI가 

EPT 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기저 BMI를 통계적으로 보정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EPT 군의 VMD가 다른 군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 시점의 VMD 평균 값을 비교하기 보다, 

VMD의 시간적 변화에 더 초점을 두는 혼합 모형을 통계 분석에 이용하였다. 

또한 유방 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에 대해서는 정보가 

충분치 않았다. 모유 수유 여부, 이전 경구피임약 복용력 등 유방 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알 수 없었다. 

본 연구의 강점은 폐경을 진단받은 여성 중 처음 폐경 후 호르몬 치료를 

시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이다. 폐경 후 호르몬 치료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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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가장 대규모 무작위 대조군 연구인 WHI 연구에서는 60세 이상이거나 

폐경 후 10년이 지난 여성들도 다수 포함되었으며, 폐경 후 호르몬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경험이 있는 환자들도 포함되었다 (2). 반면,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53세로 폐경 직후의 젊은 여성들을 주로 분석하였고 

과거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은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폐경 후 호르몬 

치료는 폐경 직후 증상이 있는 여성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폐경 

직후의 젊은 여성들의 유방 밀도 자료를 분석한 것이 임상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형 혼합모형을 사용하여 후향적 자료 수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측치를 보완하였다는 것이 또 다른 강점이다. 선형 혼합모형은 

분석의 대상이 개체가 아닌 관측치 자체이기 때문에, 결측치가 있는 개체를 

제외하거나 보정하지 않고 모든 관측치를 분석에 포함시킬 수 있다 (32). 

또한 반복적으로 측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독립변수들이 결과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할 때, 시간과 군의 

교호작용(interaction)을 분석할 수 있어 유용하다. 또한 단일기관 연구이기 

때문에 환자들의 모든 의무기록을 수집하기 용이하였다. 연구 및 통계 분석 

과정에서 필요한 추가 자료들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었으며, 그만큼 자료를 

면밀히 수집하고 분석하여 연구 결과의 정확도에 기여할 수 있었다. 

폐경 후 호르몬 치료 종류 및 성분명에 대한 정보도 모두 수집하였다는 

것도 본 연구의 또다른 강점이다. 또한 폐경의 진단도 의사의 문진과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폐경 시점도 비교적 정확하게 지정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폐경 여부를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하기도 하였고, 호르몬 치료의 

종류 및 성분명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20, 21). 

본 연구는 판독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화된 

방법을 사용하였고, 정량적으로 유방 밀도를 측정했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이다. BI-RADS 등으로 정성적으로 평가한 유방 밀도는 판독자간 

일치도가 57%로 낮게 보고된 결과가 있어 (33), 판독자의 주관이 개입될 

소지를 배제하기 어렵다. 유방 밀도와 관련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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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S와 같이 정성적으로 평가한 유방 밀도의 증감을 분석하거나 (16, 18, 

34, 35), VMD를 정량적으로 측정한 후 임의의 기준을 정하여 유방 밀도의 

등급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12, 14). 유방 밀도를 측정할 때 정량적 방법을 

사용했으나 스캔한 필름으로 판독하여 디지털 영상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연구도 있다 (26, 36, 37). 디지털 영상을 사용하여 정량적으로 

측정한 유방 밀도는 판독자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인적 오류(human 

error)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정량적 유방 밀도는 유방 MRI와도 

높은 연관성을 보여 VMD가 보다 객관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15). 본 

연구에서는 유방 밀도를 일관되게 Volpara™ 라는 자동화된 정량적 방법으로 

측정하였으며, 비교적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2~3회 측정하여 호르몬 치료의 

영향을 2년 후까지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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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결론 

본 연구는 폐경 후 호르몬 치료의 종류가 VMD의 시간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다. VMD는 ET를 복용한 

여성에서 EPT를 복용한 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대조군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ET를 복용한 여성 중 CEE를 복용한 

여성이 EPT 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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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ongitudinal analysis of automated 

volumetric mammographic density 

and postmenopausal hormone therapy 

 

Jiyeon Han 

Department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College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Objectives 

It is still controversial how the types of menopausal hormone therapy (MHT) 

affect breast density, and little is known about their effect on serial measures of 

automated volumetric mammographic density (VM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 longitudinal change of VMD measures shows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 types of MHT in postmenopausal women. 

 

Methods 

Medical records of 297 women who visited the outpatient clinic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between 2011 and 2019 were retrospectively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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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participants were composed of MHT never users (n=103), estrogen-

progestogen users (EPT) (n=99), and estrogen alone (ET) users (n=95). All women 

had undergone VMD at least twice over two years. All hormone users started their 

first MHT after baseline VMD. The longitudinal VMD changes were analyzed with 

a mixed model, adjusting for age and body mass index (BMI) at baseline VMD. 

 

Results 

VMD was assessed twice in all women, and three times in 184 women 

(62.0%). The median time interval between serial VMD measurements was one year, 

and the mean age at baseline VMD was 53.0 years. The logarithmic transformation 

of VMD decreased as time went on, and longitudinal changes of VMD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ypes of MHT after adjustment for age and BMI 

(P for year 1 = 0.02, P for year 2 = 0.003). The VMD changes of ET user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with EPT users (ET vs. EPT at year 1; 11.0% vs. 13.8%; P = 

0.01, Year 2; 10.8% vs. 13.8%; P = 0.01), and comparable with MHT never users. 

EPT user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with MHT never users (EPT vs. Control at 

year 2; 13.8% vs. 10.9%; P = 0.01). 

 

Conclusions 

The longitudinal changes of VMD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ypes of MHT. The VMD changes of ET users and MHT never users were 

statistically similar, but the VMD changes of EPT user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with both ET users and MHT never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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