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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과���������	
��������������������  단계에���������	
��������������������  따른

���������	
��������������������  신체,정신���������	
��������������������  건강상태���������	
��������������������  및���������	
��������������������  위험요인���������	
��������������������  관리를���������	
��������������������  위한���������	
��������������������  

헬스케어���������	
��������������������  시스템���������	
��������������������  개발

박중신,���������	
��������������������  정희석,���������	
��������������������  이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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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  |���������	
��������������������  갱년기(폐경기)

  폐경은  모든  여성이 겪는 생리적 현상임. 

  한국 여성의 폐경 연령은 50세로 미국의 51세와 유사함.

  국민건강영양조사 제3기(2005)를 분석한 연구 (Park, 2010)에서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폐경 연령이 50.1세였음.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준으로, 국내 50세 이상의 폐경 여성 인구는 총 여성의 
31.8% (7,668,398명)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됨 (통계청, 2011).

우리나라���������	
��������������������  여성의���������	
��������������������  폐경���������	
��������������������  연령���������	
��������������������  (출처:���������	
��������������������  최훈,���������	
��������������������  이홍균���������	
��������������������  &���������	
��������������������  박형무���������	
��������������������  2003)

•2001년 대한폐경학회에서 우리나라 여성을 대상으로 시행한 갤럽 조사 (최 훈,2003)에 의하면 
평균 폐경연령은 49.7세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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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  |���������	
��������������������  갱년기(폐경기)

 대부분의 폐경기 여성들은 폐경에 대한 지식이 결여 되어 있음 (Polite & Larcocco, 1980).

 폐경기 여성들은 폐경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실히 모르며 그들은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잘못된 지식을 많이 가진다고 하였음 (구병삼, 1978: Huffmun, 1979)

 상당한 교육을 받은 여성들을 포함한 여성들이 폐경의 본질이나 의미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함 (Nocak, 1975)

 폐경을 전후한 부인들의 폐경에 대한 지식과 태도 연구에서 폐경에 대한 지식습득 경로로 친구, 혹은 이웃사
람(36.25%). 가족(15,83%)잡지, 혹은 의학서적(13.75%)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혀 들은 적이 없다고 응
답한 경우도 8.75%로 폐경에 대한 지식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였음 (송인숙, 
1983)

 중년여성의 건강증진에 관한 인지요인과 행위와의 관계연구에서 정보유무에 따라 건강증진행위는 차이가 
있으므로 정보가 있다면 대부분 건강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였고 (염순교, 1997), 건강상태가 나쁘다
고 인식하는 쪽이 더 높은 건강증진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도 많은 여성이 건강증진에 대한 개
인적인 책임 의식을 갖기보다는 건강상태가 나빠진 후에 건강행위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음 (박재순, 
1994).

  따라서 정확하게 인지되는 건강상태, 즉 신체 생리적 변화에 대한 정보를 미리 얻음으로써 
그 변화에 긍정적으로 대처하고 자기조절능력을 개발해야 함(김진이,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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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  |���������	
��������������������  갱년기���������	
��������������������  관련���������	
��������������������  어플리케이션

  국내 갱년기 관리 어플 전무

 해외 1건 (유료&관리형태 미흡)/ 주로 Symptom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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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  |���������	
��������������������  기존���������	
��������������������  월경력���������	
��������������������  관련���������	
��������������������  어플리케이션

보건복지부&아가사랑 
‘숙녀다이어리’

대한 산부인과 의사회
 ‘3W 핑크다이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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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  및���������	
��������������������  세부목표

삼성병원 H-lab(1팀)

| 국내 중년여성 중 생리학적 Critical periods인 각 폐경단계를 쉽게 진단하고 관리할 수 
있는 캘린더 형태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일련의 폐경 단계 진행 상태에 따른 

주요 임상적, 신체 및 정신적 건강

상태의 변화 조사

•폐경 단계별 신체 및 정신적 질환의 

유병률, 발생률을 조사하고, 질환 

발생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 규명

- 총 연구대상자수 : 5,000명
- 최소추적연구기간 : 5년 이상

폐경기 여성
건강관리와 헬스케어 UX 요소연구

월경주기 입력정보 기반 
폐경 단계 예측 알고리즘 개발

폐경 단계별 증상 및 건강관리 
프로토타입개발 및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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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

|  2012년 IRB 승인일로부터 2013년 3월까지 본 연구지의 검진센터 (서울, 수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44세에서 56세 사이의 중년여성 중 연구참여에 동의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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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경전단계

세부���������	
��������������������  내용���������	
��������������������  |���������	
��������������������  폐경단계

폐경이행기���������	
��������������������  전기 폐경이행기���������	
��������������������  후기 폐경

• 비교적 규칙적
월경주기

• 월경주기 간격이 
7일이상나는 주기가 
최근 10주기 이내에 
적어도 2번 경험 시

• 최근 60일 동안 
무월경 경험 시

•마지막 월경이 있
은 후, 1년 동안 월경

이 없을 시

반복조사
시점

폐경이행기���������	
��������������������  전기 폐경이행기���������	
��������������������  후기

JEN-FEB
FEB-MAR
MAR-APR
APR-MAY
MAY-JUL
JUL-AUG
AGU-NOV
NOV-SEP
SEP-OCT

JEN-FEB
FEB-MAR
MAR-APR
APR-MAY
MAY-JUL
JUL-AUG
AGU-NOV
NOV-SEP
SEP-OCT

28일
27일

28일
28일

36일

18일
28일

28일

28일

26일
26일
27일
27일

40일
27일NO BLEEDING

NO BLEEDING
NO BL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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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Sioban et al. Executive Summary of the Stages of Reproductive Aging Workshop 10: Addressing the 
Unfinished Agenda of Staging Reproductive Aging J Clin Endocrinol Metab, April 2012, 97(4):1159– 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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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s DeviceWomen’s Device

WEB SERVER

Personal
information

Menstrual
Cycle Data

Health
information

Visiting Call
& Notification

Menopause
stage

Data
analysis

Data Input
Notification

Visiting
notification

세부���������	
��������������������  내용���������	
��������������������  |���������	
��������������������  시스템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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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  UI시나리오���������	
��������������������  개발���������	
��������������������  (11월���������	
��������������������  8일)

-���������	
��������������������  폐경���������	
��������������������  이행단계���������	
��������������������  진단���������	
��������������������  알고리즘���������	
��������������������  개발(11월���������	
��������������������  15일)

-���������	
��������������������  1차���������	
��������������������  프로토타입(11월���������	
��������������������  31일)

-���������	
��������������������  파일럿���������	
��������������������  테스트(12월���������	
��������������������  1일)

-���������	
��������������������  2차���������	
��������������������  프로토타입���������	
��������������������  개발���������	
��������������������  및���������	
��������������������  파일럿���������	
��������������������  테스트(12월���������	
��������������������  중순)

-���������	
��������������������  논문작성(12월���������	
��������������������  초~1월���������	
��������������������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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