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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증후군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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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2013년도 국민건강 양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한 이차분석 연구로서, 사증후군 상자의 삶의 질 정도 

 향요인을 확인하기 해 시도되었다. 층화집락복합표본추출을 이용하여 선정된 8,018명  만 19세 이상이며 사증후
군 구성요소와 삶의 질에 한 결측치가 없는 4,890명을 상으로 자료를 분석하 다. 연구결과, 사증후군 유병률은 22.1%
이고, 5가지 구성요소  유병률이 가장 높은 것은 고 도지단백 콜 스테롤 하이었다. 삶의 질(EQ-5D Index)은 사증후
군이 있는 집단이 정상군보다 유의하게 낮고, 사증후군의 구성요소 에는 복부둘 가 과다한 집단이 정상군보다 0.018  

낮았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증후군 상자의 삶의 질에 한 심과 함께 삶의 질 향상을 한 재 로그램이 개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metabolic syndrome(MS) on quality of life(QoL)
using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of 2013. We analyzed data for 4,890 adults, aged
19 year or older and provided the correct data about MS and QoL. MS was defined by the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Adult Treatment Panel Ⅲ with Korea-specific waist circumference cutoffs and QoL was measured
by the EuroQol 5-dimension(EQ-5D). The prevalence of MS was 22.1% and high density lipoprotein(HDL)-cholesterol
was the highest prevalence in MS components. The mean of EQ-5D index was significantly lower in subject with
MS compared to subjects without MS. Among MS components, only higher waist circumference led to EQ-5D index 
decreasing and the regression coefficient was –0.018. In conclusion, we suggest the attention to QoL and intervention
program for improving the QoL in subjects with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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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사증후군은 높은 압, 당 사 이상, 지질 사 이상, 
복부 비만 등의 건강문제가 복합 으로 나타나는 질환으

로[1], 심 질환  당뇨와 한 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며[2] 사증후군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
진단기 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사증후군 이환률은 24.2～26.2%로[3,4] 성인 인구 4명 
 1명이 사증후군이며, 서구화된 생활습 으로 인해 

사증후군은 유병률은 1998년 22%[5]에서 2005년 
29.5%[6]로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증후군에 

한 연구결과들을 분석한 Ford[2]의 연구에 의하면, 
사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사증후군이 없는 사람과 비교

하여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험이 1.27배, 심 질

환 발생 가능성이 1.65배, 당뇨 발생 가능성이 2.99배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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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증후군은 지속 으로 유병

률이 증가하며 사증후군에 이환된 사람은 각종 사망

험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

로, 사증후군에 한 체계 인 리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사증후군은 성별, 연령, 교육수  등과 

같은 일반  특성 외에도 흡연, 음주, 운동[4,7-12] 등과 
같은 복합 인 요인들에 의해 발생하고, 이환기간이 경
과하며 다양한 건강문제가 나타나는 만성질환이므로, 삶
의 질을 하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삶의 질(quality of life)이란 한 개인이 살고 있는 문

화와 가치 체계 속에서 자신의 이상, 심, 기 , 규범 등
과 련하여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이는 수 이다[13]. 
특히 건강 련 삶의 질(health-related quality of life)은 
질병이나 치료가 환자에게 주는 향을 신체 , 사회심
리  측면에서 분석하기 해 환자가 주 으로 평가하

는 것으로[14], 환자에게는 재의 기능 정도에 한 만
족 정도 그리고 일반 인구집단에게는 건강수 이나 건강

행태, 건강 리의 효과를 평가하기 한 항목으로 활용

되고 있다[15]. 그러므로 삶의 질은 건강한 사람뿐만 아
니라 환자의 건강과 련하여 개인의 건강수 이나 건강

행태, 안녕, 만족, 건강 리 효과를 평가하기 한 주요 

개념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사증후군은 만성질환이라는 특성상 삶의 질

이 하될 것이라는 실을 감안할 때, 사증후군 상
자의 삶의 질에 한 심과 재가 요구된다. 그러나 
사증후군 상자의 삶의 질에 한 연구는 부분이 국

외에서 진행된 것들로[16-18], 우리나라의 사증후군 

유병률이 1998년에서 2005년 사이 7.5% 증가하 음에

도 불구하고[5,6],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는 상 으로 

부족한 실이다. 한 연구마다 다른 의료기 에서 다

른 사람들을 상으로 연구하 으며, 우리나라 사증후
군 상자의 삶의 질을 확인하기 해  국민을 상으

로 진행된 연구[4,6,19]는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장 최신의 자료인 국민건강 양

조사 2013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사증후군 상자의 
삶의 질 정도와 향요인을 확인함으로서, 사증후군 

상자의 삶의 질에 한 이해를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

을 한 재 개발의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사증후군 상자의 삶의 질 정도와 향

요인을 확인함으로서 사증후군 상자의 삶의 질 향상

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한 것으로,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상자의 사증후군 유병률을 악한다.
2) 사증후군 유무에 따른 일반   건강 련 특성, 
삶의 질 차이를 확인한다.

3) 사증후군이 삶의 질에 미치는 향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 리본부에서 수행하

는 국민건강 양조사의 2013년도 원시자료를 분석한 이
차분석(secondary analysis) 연구이다.

2.2 자료원 및 자료수집 방법

국민건강 양조사는 국민의 건강과 양 상태를 악

하고 보건정책 수립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산출하기 

한 것으로[20], 조사내용과 방법은 연구윤리심의 원

회(IRB)의 승인을 받아 수행되고 있다(2013-07CON-03-4C).
질병 리본부로부터 원사자료 사용에 해 연구자가 

승인을 받은 후, 제6기 국민건강 양조사의 1차년도 원
시자료(KNHANES Ⅵ-1, 2013)를 이용하 다. 제6기 국
민건강 양조사는 목표모집단을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한민국 국민으로 하여, 층화집락복합표본추출법
으로 조사 상을 선정하 다. 1차 추출단 인 조사구는 

1차 층화기 (시도, 동읍면, 주택유형), 2차 층화기 (주
거면  비율), 내재  층화기 (가구주학력 비율)에 근거
하여 총 576개의 조사구를 추출하고, 2차 추출단 인 가

구는 계통추출법을 사용하여 표본조사구 내 가구  

20가구를 추출하여, 국 192개 표본조사구 내의 3,840
개 가구, 8,018명을 상으로 조사를 실시하 다.
수집된 자료에서 만 19세 이상 성인에 해당하는 총 

6,113명  사증후군 구성요소와 삶의 질에서 한 가지
라도 결측치가 있는 1,223명을 제외하여 최종 4,890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 다.

2.3 연구변수 선정 및 정의

2.3.1 대사증후군

사증후군 진단은 American Heart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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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Heart, Lung, and Blood Institute (AHA/HHLBI)에
서 제시한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Adult 
Treatment Panel (NCEP-ATP) Ⅲ[21] 기 을 기본으로 

하고, 복부둘 는 인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결과로 

제시된 한국인 기 [22]을 사용하 다. 사증후군 구성
요소의 진단기 은 다음과 같다: ① 압: 130/85 
mmHg 이상 는 약물치료 인 자, ② 공복 당: 100 
mg/dL 이상 는 약물치료 인 자, ③ 

HDL-Cholesterol: 남성은 40 mg/dL 미만, 여성은 50 
mg/dL 미만 는 약물치료 인 자, ④ TG: 150 mg/dL 
이상 는 약물치료 인 자, ⑤ 허리둘 : 남성은 90 
cm 이상, 여성은 85 cm 이상. 에 제시된 5가지 구성요
소  3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 사증후군으로 정의하
다.

2.3.2 삶의 질

연구 상자의 삶의 질은 EuroQol group에 의해 개발
된 EQ-5D로 측정되었다. EQ-5D는 운동능력, 자기 리, 
일상활동, 통증/불편감, 불안/우울의 5개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고, 각 문항에 해 문제 없음, 등도의 문제 있
음, 증의 문제 있음의 3가지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5개 문항에 해 환산체계를 이용
하여 수를 산출하는 EQ-5D Index를 사용하 으며, 
EQ-5D Index는 완 한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1 에서 

최악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1 까지의 범 에 해당

하는 수로, 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
한다.

2.4 자료분석 방법

국민건강 양조사는 복합표본설계(complex sampling 
design)를 사용하 으므로 추정편향을 방지하고 원시자

료가 우리나라 체 국민을 표할 수 있도록 질병 리

본부에서 설계가 치, 무응답률 조정, 사후층화, 극단가
치 처리를 거쳐 최종 산출한 부문별 가 치를 용하

여 분석하 다.
자료분석은 SPSS 18.0 Win Program을 이용하 으

며, 구체 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상자의 사증후군 유병률은 빈도와 백분율

의 기술통계를 이용하 다.
2) 사증후군 유무에 따른 일반   건강 련 특성

의 차이는 χ2-test를 이용하 다. 

3) 사증후군 유무에 따른 삶의 질 정도는 χ2- test와 
t-test를 이용하 다.

4) 삶의 질에 한 사증후군의 향 정도는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 다.

3. 연구 결과

3.1 대사증후군과 구성요소의 유병률

체 4,890명을 상으로 사증후군  사증후군 
구성요소의 유병률을 확인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N=4,890)

Variables N(%)

BP ≥ 130/85mmHg 1,222(23.5)

FBS ≥ 100mg/dL 1,578(30.3)

HDL-C < 40(or 50)mg/dL 1,984(38.3)

TG ≥ 150mg/dL 1,435(29.4)

WC ≥ 90(or 85)cm 1,185(22.8)

Components

  0 1,363(30.5)

  1 1,323(26.9)

  2 1,055(20.5)

  3   701(13.6)

  4   372( 7.0)

  5    76( 1.6)

MS(≥3) 1,149(22.1)

 BP: blood pressure
 FBS: fasting blood sugar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TG: triglyceride
 WC: waist circumference
 MS: metabolic syndrome

사증후군의 5가지 구성요소  유병률이 가장 높은 
것은 고 도지단백 콜 스테롤 하로 38.3%이고, 다음
은 당 상승(30.3%), 성지방 상승(29.4%), 압 상승
(23.5%), 복부둘  과다(22.8%)의 순이었다.

사증후군 구성요소의 비정상 수는 0개가 30.5%로 
가장 많고, 다음은 1개(26.9%), 2개(20.5%), 3개
(13.6%), 4개(7.0%), 5개(1.6%)의 순이며, 사증후군 

구성요소의 비정상 수가 3개 이상인 사증후군 유병률
은 22.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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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N(%)

χ2(p)Yes
(N=1,149)

No
(N=3,741)

Age(year)
  19 – 29
  30 – 39
  40 – 49
  50 – 59
  60 – 69
  70 –  

 38( 4.8)
114(12.9)
201(21.3)
289(29.0)
271(17.9)
236(13.9)

 621(23.9)
 772(21.8)
 787(21.8)
 683(17.2)
 531( 9.4)
 347( 5.9)

374.131
(<.001)

Gender
  Male
  Female

572(58.4)
577(41.6)

1,549(48.0)
2,192(52.0)

36.208
(<.001)

Marital status
  Unmarried
  Married, with 
    spouse
  Married, without 
   spouse

  71( 8.3)
 847(75.0)

 230(16.6)

 709(26.3)
2,643(65.2)

 376( 8.1)

198.166
(<.001)

Educational status
  Under elementary
  Middle school
  High school
  Above college

 383(26.6)
 156(13.7)
 373(36.1)
 236(23.7)

 659(13.0)
 334( 7.5)
1,398(40.7)
1,348(38.8)

191.972
(<.001)

Occupation
  Yes
  No

 655(62.6)
 492(37.4)

2,284(63.4)
1,451(36.6)

0.255
(.665)

Economic status
  Low
  Middle-Low
  Middle-High
  High

 313(22.1)
 292(25.3)
 295(29.3)
 244(23.3)

 561(12.5)
 993(26.3)
 982(28.0)
1,183(33.2)

80.634
(<.001)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According to 
Metabolic Syndrome of Subjects

(N=4,890)

3.2 대사증후군 유무에 따른 일반적 특성

사증후군 유무에 따른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은 

연령, 성별, 결혼상태, 교육수 , 경제상태에 따른 차이
가 유의하 다. 연령의 경우 사증후군이 있는 집단은 
50세 이상의 비율(60.8%)이 높은 반면 정상군은 50세 
미만의 비율(67.5%)이 더 높았다(χ2=374.131, p<.001). 
성별의 경우 사증후군이 있는 집단은 남성의 비율

(58.4%)이 높은 반면 정상군은 여성의 비율(52.0%)이 
높고(χ2=36.208, p<.001), 결혼상태의 경우 사증후군
이 있는 집단은 반 으로 기혼자의 비율이 높은 반면 

정상군은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의 비율이 높

았다(χ2=198.166, p<.001). 교육수 의 경우 사증후군

이 있는 집단은 졸 이하와 고졸의 비율(62.7%)이 높은 
반면 정상군은 고졸과 졸 이상의 비율(79.5%)이 높았
다(χ2= 191.972, p<.001). 경제수 의 경우 상과 하

의 비율은 비슷하지만 사증후군이 있는 집단은 정상군

보다 하의 비율이 높고 상의 비율이 낮았다(χ2=80.634, 
p<.001). 그러나 사증후군 유무에 따른 직업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χ2=0.255, p=.665)[Table 2].

3.3 대사증후군 유무에 따른 건강관련 특성

사증후군 유무에 따른 건강 련 특성은 체질량지

수, 흡연, 음주, 등도 신체활동, 걷기 모두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체질량지수의 경우 사증
후군이 있는 집단은 25kg/m2 이상인 비만 비율(67.1%)
이 높은 반면 정상군은 18.5～22.9kg/m2인 정상 비율

(47.4%)이 높았다(χ2=829.918, p<.001). 흡연의 경우 
사증후군이 있는 집단은 정상군보다 과거 는 재 흡

연인 상자의 비율이 더 높고(χ2=30.656, p<.001), 음주
의 경우 사증후군이 있는 집단보다 정상군의 재 음

주 비율이 더 높았다(χ2=25.008, p<.001). 등도 신체활
동(χ2=19.978, p=.002)과 걷기(χ2=22.486, p<.001)의 경
우 사증후군이 있는 집단은 정상군과 비교하여  

운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고 정상군은 주 1～3회 
는 4～7회 규칙 으로 운동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Table 3].

Table 3.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of According to 
Metabolic Syndrome of Subjects

(N=4,890)

Characteristics
N(%)

χ2(p)Yes
(N=1,149)

No
(N=3,741)

BMI(kg/m2)
      < 18.5
  18.5 ~ 22.9
  23.0 ~ 24.9
      ≥ 25.0

  1( 0.0)
157(13.0)
237(19.9)
754(67.1)

 196( 5.9)
1,768(47.4)
 921(24.1)
 852(22.7)

829.918
(<.001)

Smoking
  No
  Current smoker
  Ex-smoker

637(49.3)
277(30.3)
235(20.5)

2,315(58.1)
 732(23.1)
 694(18.7)

30.656
(<.001)

Drinking
  No
  Current drinker

384(29.1)
765(70.9)

 968(21.8)
2,773(78.2)

25.008
(<.001)

Moderate activity
  Never
  1～3times/wk
  4～7times/wk

 805(66.8)
 262(25.7)
  82( 7.5)

2,371(60.3)
 999(28.8)
 371(10.9)

19.978
(.002)

Walking
  Never
  1～3times/wk
  4～7times/wk

 224(18.8)
 393(34.4)
 532(46.7)

 534(13.9)
1,251(32.4)
1,956(53.7)

22.486
(<.001)

 BMI: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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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대사증후군 유무에 따른 삶의 질

사증후군 유무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는 Table 4와 
같다. 삶의 질 5개 역인 운동능력, 자기 리, 일상활동, 
통증/불편감, 불안/우울 모두에서 사증후군이 있는 집
단은 정상군보다 등도 는 증의 문제 있음 비율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더 높았다(all p<.001). 한 5개 
역에 해 환산체계를 이용하여 산출한 값으로 완 한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EQ-5D Index도 정상군이 사증
후군이 있는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χ2=7.149, p<.001).

Table 4.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Metabolic 
Syndrome

(N=4,890)

Dimension
N(%) / M(SE)

χ2/t(p)Yes
(N=1,149)

No
(N=3,741)

Mobility
  No
  Some problems
  Extreme problems

 873(80.5)
 264(18.9)
  12( 0.6)

3,340(91.5)
 380( 8.0)
  21( 0.4)

107.369
(<.001)

Self-care
  No
  Some problems
  Extreme problems

1,064(94.2)
  77( 5.4)
   8( 0.4)

3,630(97.7)
 105( 2.1)
   6( 0.1)

35.787
(<.001)

Usual activity
  No
  Some problems
  Extreme problems

 977(87.7)
 159(11.6)
  13( 0.7)

3,461(93.9)
 268( 5.9)
  12( 0.2)

47.408
(<.001)

Pain/Discomfort
  No
  Some problems
  Extreme problems

 797(72.5)
 308(24.4)
  44( 3.2)

2,908(79.8)
 773(19.0)
  60( 1.2)

38.523
(<.001)

Anxiety/Depression
  No
  Some problems
  Extreme problems

 964(85.9)
 166(12.8)
  19( 1.2)

3,355(90.5)
 368( 9.2)
  18( 0.3)

27.358
(<.001)

EQ-5D 0.926±0.004 0.958±0.004 7.149
(<.001)

 EQ-5D: EuroQol 5-dimension

3.5 삶의 질에 대한 대사증후군의 영향 정도

나이, 성별, 결혼상태, 교육수 , 경제수 , 체질량지
수, 흡연, 음주, 등도 신체활동, 걷기를 통제한 후 사
증후군  사증후군 구성요소가 삶의 질에 미치는 

향 정도를 확인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사증후군이 
있는 집단은 정상군과 비교하여 삶의 질이 0.01  낮고

(p=.020), 사증후군의 구성요소 에는 복부둘 만이 

통계 으로 유의하여 복부둘 가 과다한 집단은 정상군

과 비교하여 삶의 질이 0.018  낮았다(p=.002). 그러나 
압, 공복 당, 고 도지단백 콜 스테롤, 성지방 그

리고 삶의 질의 계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5. Effects of Metabolic Syndrome on Quality of 
Life

(N=4,890)

Variables estimate SE p

BP -.004 .004 .283

FBS -.005 .005 .281

HDL-C  .004 .003 .173

TG -.007 .004 .091

WC -.018 .006 .002

MS -.010 .004 .020

Adjusted variables : age, gender, marriage state, education level, 
economic state, body mass index, smoking state, drinking state, 
moderate activity, walking
BP: blood pressure
FBS: fasting blood sugar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TG: triglyceride
WC: waist circumference
MS: metabolic syndrome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사증후군 상자의 삶의 질 정도와 향

요인을 확인함으로서 사증후군 상자의 삶의 질에 

한 이해를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한 재 개발의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한 것으로, 연구결과를 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상자의 사증후군 유병률은 22.1%로, Lee 등

[4]의 연구와 비슷하고 Rho[6] 그리고 Park[19]의 연구
보다는 낮은 수 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연구마다 각각 
다른 사증후군의 진단기 을 용하 기 때문이라 생

각된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 모두 압, 당, 성지방, 
고 도지단백 콜 스테롤은 NCEP-ATP Ⅲ의 진단기
[21]을 용하 지만, 복부둘 의 경우 본 연구는 인종

 특성을 고려한 한국인의 기 (남성 90 cm, 여성 85 
cm 이상)을 용한 반면[22] Rho[6]와 Park[18]의 연구
는 아시아-태평양 기 (남성 90 cm, 여성 80 cm 이
상)[23]을 용하 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사증후
군 진단기   고 도지단백 콜 스테롤의 비정상 비율

이 가장 높은 것은 선행연구들과 일치하 다[3,6,19,24]. 
따라서 사증후군의 이환률을 비교할 경우 용된 진단

기 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사증후군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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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해 고 도지단백 콜 스테롤을 상승시키는 재 

략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사증후군 유무에 따른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건강 련 특성은 연령, 성별, 결혼상태, 교육수 , 경
제상태, 체질량지수, 흡연, 음주, 등도 신체활동, 걷기
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 다[3,4,19,25]. 사증후군과 일반  특성  건

강 련 특성의 계는 선행연구에서 많이 분석되었고, 
부분의 연구에서 비슷한 결과가 제시되어 사증후군

의 방  리를 한 재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사증후군은 비만,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의 생활습 과 

련이 있고[9], 연령이 증가하며 이러한 생활습 이 불

건강한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 사증후군에 이환될 가능

성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사증후
군이 있는 집단은 정상군보다 50  이상의 비율이 높고, 
연령 가 높으므로 기혼자가 많으며, 흡연이나 음주의 
가능성이 높은 남성의 비율이 높고, 상 으로 불건강

한 생활습 을 갖고 있는 교육수 이나 경제수 이 낮은 

집단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
서는 직업의 유무에 따른 사증후군은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분석되어, 직업이 있는 사람들은 직업이 없는 사람
들과 비교하여 규칙 인 생활을 하므로 사증후군에 이

환될 가능성이 낮다는 선행연구들[26-28]과 일치하지 않
았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의 경우 직업의 유무만으로 
사증후군의 차이를 비교한 반면, 선행연구들은 직업에 
따른 신체활동의 정도로 사증후군의 차이를 비교하

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그러므로 직업에 따른 사증후
군의 비교 시 단순한 직업 유무나 직종보다는 신체활동 

정도를 반 한 직업으로 사증후군의 차이를 비교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건강 련 특성 에는 체질량지수가 

크고, 흡연자 비율이 높으며, 등도 신체활동과 걷기를 

게 할수록 사증후군에 이환된 사람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어 선행연구들과 일치하 다[3,19,29,30]. 따라서 
사증후군 상자를 한 재로 체질량지수를 감소시

키고 연과 규칙 인 운동 등의 략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체 연구 상자의 삶의 질은 평균 0.951 으로, 본 

연구와 같이 국민건강 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선행연구

들과 비슷한 수 이었다[4,6]. 사증후군이 있는 집단

은 평균 0.926 , 정상군은 평균 0.958 으로 사증후

군이 있는 집단이 정상군보다 삶의 질이 낮고 운동능력, 

자기 리, 일상생활, 통증/불편감, 불안/우울의 5개 역
에서 정상군은 문제 없음의 비율이 높은 반면 사증후

군이 있는 집단은 등도 는 증의 문제 있음의 비율

이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들과 일치하 다[3,4,6,31-33]. 
이러한 사실은 사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고 압, 인
슐린 항, 지질 사 이상, 비만 등의 다양한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건강문제로 인해 삶의 질이 하
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인슐린 항은 
사증후군의 병태생리에 심 인 역할을 하며 삶의 질 

하와 련이 있고[34], 지질 사 이상은 상동맥질환

을 비롯한 심 질환의 험을 증가시킨다[35]. 비만은 
사증후군의 주된 험요인으로 고 압, 지질 상 이

상, 심 질환, 뇌졸 을 포함하는 다양한 합병증의 

험을 증가시킨다[36-38]. 따라서 사증후군에 이환된 

사람은 시간이 경과하며 다양한 건강문제로 인해 삶의 

질이 하될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므로, 사증후군 

상자의 건강문제에 한 지속 인 모니터링과 함께 삶

의 질을 향상시키기 한 재 략이 요구된다. 한 
사증후군이 있는 집단에서 삶의 질 5개 역  등도 
는 증의 문제 있음 비율이 가장 높은 역은 통증/
불편감 27.6%, 운동능력 19.5%로 선행연구와 일치하므
로[39], 삶의 질 향상을 한 재로 통증/불편감을 감소
시키고 운동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증후군 상자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사증후군이 있는 집단은 

정상군보다 삶의 질이 0.01  낮고 사증후군의 진단기

 에는 복부둘 가 비정상인 집단은 정상군보다 삶의 

질이 0.018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과 부분
으로 일치하 는데, Lee 등[4]의 연구에서는 고 도지

단백 콜 스테롤에 따른 차이만 유의하 다. 그러나 
Park과 Park[3]의 연구에서는 복부둘 , 압, 공복 당, 
고 도지단백 콜 스테롤의 4개 진단기 에 따른 차이

가 유의하고, Rho[6]의 연구에서는 5개 모든 진단기 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 다. 이와 같이 연구결과에 차이가 
나타난 가장 큰 이유는 통제변수에 기인한 것으로 단

된다. 본 연구와 Lee 등[4]의 연구는 연령, 교육수  등

의 일반  특성과 흡연, 운동 등의 건강 련 특성 외에도 

체질량지수나 비만을 통제변수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복

부둘 나 고 도지단백 콜 스테롤만이 향요인으로 

분석된 반면, Park과 Park[3]의 연구, Rho[6]의 연구는 
체질량지수나 비만을 통제변수를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6권 제10호, 2015

7040

문에 4～5개의 진단기 이 향요인으로 분석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복부둘 , 체질량지수나 
비만이 사증후군 상자의 삶의 질과 깊은 련이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증후군 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한 재는 복부둘  감소와 같은 체

 조 에 을 맞추며, 복부둘 가 과다한 사람들을 

심집단으로 간주하여 특별 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 은 첫째, 한 시 에서 사증후군 

상자의 삶의 질을 확인한 것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삶

의 질 변화는 확인하지 못 했다. 둘째, 사증후군 상

자의 삶의 질 향요인으로 사증후군 구성요소 외에 

사증후군과 련이 있는 일반   건강 련 특성, 생
활습  등은 확인하지 못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 이 

있음이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표 인 만성질환인 사

증후군 상자의 삶의 질 정도를 악하고 사증후군의 

구성요소가 삶의 질에 미치는 향을 확인함으로서, 
사증후군 상자의 삶의 질에 한 이해를 도모하고 삶

의 질 향상을 한 재 방안으로 복부둘 가 주요 변수

임을 제시하 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5. 향후 응용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첫째, 사증후군의 구성요소 외에도 사증

후군 상자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사증후군 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한 재 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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