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 후 월경이 불규칙할 때 검사가
필요한가요?
초경은 일반적으로 유방발육이 시작된 후 2-3년이 지나서 시작되며 최근 우리나라의 초경
연령은 평균 12세이다. 초경 첫 2년은 시상하부-뇌하수체-난소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호르
몬 조절의 축이 아직 미완성인 단계이기 때문에 배란이 일어나지 않고 출혈이 일어나는

무

배란성인 경우가 많아 성인과는 다른 패턴을 보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약 50-80%에서 무
배란성 월경주기를 보이기 때문에 주기가 불규칙하여 길게는 2-3개월마다 생리를 하고 생리
기간도 길고 양이 많을 수도 있다. 또한 무배란성 주기에는 정상 월경주기에서 자주 보이는
기분변화, 장의 팽만감, 유방통, 월경통 등의 증상들을 동반하지 않는다.
사춘기의 무배란성 출혈은 평균 2년 이내에 일어나지만, 길게는 초경 후 5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초경의 나이가 빠를수록 규칙적인 월경주기를 빨리 갖게 된다. 12세
이전에 초경이 시작된 경우 초경 첫 해에 약 50%에서 규칙적인 배란성 월경을 보이는 반면
초경을 늦게 시작한 경우 규칙적인 배란성 주기의 확립까지 8-12년이 걸렸다는 보고가 있
다. 그러나 90% 이상에서는 초경 후 3년 이내에 어느 정도 규칙적인 배란 주기를 갖게 되
어 21-45일 주기의 월경주기를 보이고 3년이 지나면 60-80%에서 성인과 유사한 주기를 보
이게 된다.
하지만 비정상 출혈을 보이는 경우 가장 중요한 점은 다른 기질적인 원인이나 내과적 질
환이 있는지를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사춘기에 보이는 불규칙한 월경이 생식기관이나 비
생식기관의 이상을 암시하는 첫 신호가 될 수 있으며 나중에 성인이 된 후 가임력에도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필요시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특히 초경시에 심한 월경과다를 보이는
경우 혈액응고이상을 의심해 보아야 하고 평소에 코피, 잇몸출혈 등과 같은 출혈을 보이거
나 쉽게 멍이 들거나 가벼운 상처 또는 치과 치료 중에서 심한 출혈을 있었다면 혈액응고장
애에 대한 검사를 해보야 한다. 급격한 체중감소, 식습관의 이상, 스트레스, 당뇨 등 만성질
환 또는 과도한 운동 등은 시상하부의 기능 이상을 일으켜 불규칙한 월경을 야기할 수 있
다. 또한 이 시기에 주로 나타나는 질환이 다낭성난소증후군이다. 지속적으로 불규칙한 월경
을 보이면서 비만, 다모증, 여드름 등이 있으면 반드시 다낭성난소증후군을 의심해보아야 한
다.

1. 사춘기 불규칙한 월경의 원인
A. 시상하부-뇌하수체-난소축의 미성숙에 의한 무배란성 출혈
B. 임신
C. 내분비적인 문제
;당뇨, 갑상선기능이상, 다낭성 난소증후군, 선천성 부신과형성, 쿠싱증후군, 고유즙분비

호르몬혈증 등
D. 혈액학적 문제
;혈소판 감소증, 특정응고인자의 결핍, 혈소판 기능이상, 백혈병 등
E. 과도한 스트레스
F. 특정한 약물 복용 (호르몬, 항간질제, 항응고제 등)
G. 과도한 운동
H. 신경성 식욕부진
I. 만성 신장질환이나 간질환
J. 종양 관련( 난소종양, 부신종양 등)
K. 질염이나 골반염, 자궁근종이나 용종 등의 생식기 이상

2. 사춘기 월경과 관련하여 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
A. 유방발육이 시작된 후 3년이 지나도 초경이 없는 경우
B. 이차성징 발달이 없으면서 13세까지 초경이 없는 경우
C. 다모증을 보이면서 14세까지 초경이 없는 경우
D. 과도한 운동이나 식습관에 문제가 있으면서 14세까지 초경이 없는 경우
E. 15세까지 초경이 없는 경우
F. 규칙적으로 매달 생리가 있던 여아에서 생리가 불규칙해진 경우
G. 생리주기가 21일보다 짧거나 45일보다 긴 경우
H. 생리주기가 90일 이상인 경우
I. 7일 이상 생리가 지속되는 경우
J. 생리양이 많아서 1-2시간마다 패드 또는 탐폰을 바꿔야하는 경우

요약하자면 초경 후 2년 이내에는 양이나 기간, 주기 등이 불규칙할 수 있다. 하지만 사춘
기 시기의 불규칙한 출혈의 약 20% 에서는 다른 원인 질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
인 검사가 필요하다. 초경 2년이 지나서도 21일 미만, 혹은 42일 이상의 주기를 보이거나
월경이 7일 이상 지속된다면 비정상이다. 특히 90일 이상의 무월경을 보일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원인에 대하여 검사를 해보아야 하며 이런 경우 그대로 안심하기보다는 원인을 찾아보
는 것이 합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