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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여성의 건강요인과 대사증후군의 상관성을 연구하기 위해 2012-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
를 이용하여 최종 6743명을 분석대상자로 하였다. 여성건강과 대사증후군과의 관련성을 보기 위한 나이 지역, 가구수
입, 흡연, 직업을 보정 한 모델에서 폐경 전보다 폐경후가 1.44배 (95% CI:1.09-1.90)로 높아 유의하였고 첫 출산 연령
군은 25세 이하 출산 연령군에 비교하여 26-30 세 그룹에서는 0.81배 (95% CI: 0.68-0.98), 31세 이상은 0.62배 
(95% CI: 0.45-0.87)로 첫출산 연령이 높아질수록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감소하였다. 결론적으로 대사증후군은 폐경과 
첫출산 연령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향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주제어 : 여성, 폐경, 첫출산 연령, 대사증후군, 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birth age related health 
factors and metabolic syndrome in women. The data of 6743 women from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2012-2014 KNHANES) were analyzed. Dependent variable was metabolic 
syndrom related variables were collected. Menopause status was associated with metabolic syndrome 
[odds ratio of with post-menopause 1.44(95% CI: 1.09-1.90)]. First birth age was associated with 
metabolic syndrome [odds ratio of women with 26-30 year : 0.81 (95% CI: 0.68-0.98); odds ratio of 
women 31 year over: 0.62(95% CI: 0.45-0.87)] after adjusted for age, region, household income, 
smoking, occupation. In conclusion, the metabolic syndrome is closely related to menopause and first 
birth age, and will be used as a basic data in developing future educational programs for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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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가임 여성에게 있는 출산과 모유 수유는 체중, 혈당, 
지질, 혈압 등의 변화가 많은 시기이다[1]. 한국 여성은 

평균 50세 전후로 하여 폐경을 접하게 되는데 이시기 에
스트로겐 감소를 하고 이로 인해 지질대사의 변화로 인
하여 대사증후군 및 이상지질혈증이나 심혈관질환의 위
험이 높아질 수 있다[2]. 다른 연구에서는 대사증후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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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빈도가 남성은 50대 전후로 큰 변화가 없으나 여성
은 50대 전보다 후가 발생률이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
다[3,4]. 한국 여성의 경우 2011년도에 폐경 여성의 
22.1%가 대사증후군으로 진단되었다[5]. 이와 같은 체내
에 있는 지방의 분포 변화는 인슐린의 저항성을 높여주
고 결과적으로 폐경이 대사증후군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음을 짐작 할 수 있다[2,6-8]. 

출산은 대사증후군 발생을 증가 시키는데[9] 반대로 
모유수유는 대사증후군 위험율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10,11] 1개월 이상의 모유 수유를 한 여성의 경우는 약 
22%정도 대사증후군 위험도를 낮아지게 된다는 결과도 
있고[12]. 다수의 역학연구에서는 모유 수유 기간이 더 
길수록 제2형 당뇨병 발생은 감소하고 [9,10] 대사증후
군의 발생율도 감소하였다[10].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모유 수유가 대사증후군의 예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면서 동시에 악화 시키는 반대
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체중 증감에 따라서 예
방되거나 혹은 악화가 된다고 하였다[13]. 

우리나라 초혼 연령은 증가하고 있고 산모의 연령 이 
증가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나[15] 첫 출산이 어린 
연령은 임신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거나 경제적 빈곤으
로 악순환의 고리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16] 어린 
나이 출산은 연속적인 재임신의 가능성이 있으며 임신으
로 인해 관리나 예방의 어려움 그리고 건강 지식에 대한 
것이 많이 부족한 현실 이다. 또한 이른 재임신으로 인하
여 약 42%의 여성들은 체중의 증가를 경험하고, 이런 체
중 증가 여성을 10년 동안 추적 관찰해보면 임신시 권장 
체중 증가 수준에 있는 여성보다 많은 체중 증가를 관찰
할 수 있었다[17].  

대사증후군은 고혈압, 복부비만, 그리고 고지혈증, 공
복혈당장애가 동시에 발생하는 질환으로써 대사증후군은 
고밀도 지단백콜레스테롤(HDL)과 고혈압, 고혈당(공복
혈당), 고중성지방, 그리고 넓은 허리 둘레(복부비만)에서 
5가지 가운데 3가지 이상 존재 하는 것으로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18] 제 3차 미국
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대사증후군의 발생률은 1998년 
대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매년 22,000
명씩 증가하고 있으며 성인 4명중 1명 정도 발생한 대사
증후군은 점차 3명중 1명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되었
다[19]. 또한 지선하 교수 팀은 대사증후군에 대해 1994
년 부터 2004년까지 11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에서는 남
성보다 여성의 유병률이 1.2배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은 
폐경기 이후 신진대사의 균형이 깨지는 경우가 남성보다 

많고, 운동량도 적어 대사증후군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
으로 밝혀졌다[20].

이처럼 여성 건강과 대사증후군에 대한 연구는  있으 
나 현재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인구 고령화
로 인해 만성질환 유병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여성
의 경우 계속되는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만성질환의 노
출이 더욱 높아지고 있기에 체계적인 예방 및 관리를 위
한 보건학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5기 6기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 중  

2012-2014년 3개년도 건강 설문 및 검진 조사를 실시
한 대상자 23,626명 중 만19세 이상 성인에서 여성건강 
설문조사 응답자와 대사증후군을 시행한 대상자 6743명
을 최종 대상자로 하였다.

2.2 연구방법
2.2.1 연구설계
본 연구의 데이터는 5기(2012년) 제6기(2013년,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였다. 건
강 설문 조사 및 구강 검사는 질병관리본부 구강 역학 조
사관들과 시ㆍ도에서 지원받은 공중보건 치과의사들을 
전문조사원으로 구성하여 수행하였다. 분석 방법은 2단
계 층화집락표본추출 방법을 사용 하여 표본 추출 하였
고 모든 분석은 복합 표본 설계 자료 분석을 하여, 복합 
표본 설계 요소인 집락 변수와 층화 변수와 가중치를 고
려하여 분석 하였다.

2.2.2 대사증후군
대사증후군이란 여러 위험 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

진 질환으로 인슐린 저항성의 영향으로 당뇨병이나 심혈
관질환등을 일으키는 위험성 높은 인자가 동시에 나타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8년 Reaven은 고중성지방
혈증, 비만, 고혈압, 고혈당, HDL-콜레스테롤 혈증이 한
꺼번에 나타나는 증례를 발견하여 ‘인슐린저항성증후군“ 
이라는 다른 정의로 X-증후군(Syndrome-X)이라 명칭
하였다[21]. 그러나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의 용어는 대
사증후군 현상들에 대한 전체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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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stributionofMenopauseandDurationofbreastfeedingandFirstbirthagecharacteristics
Menopause Duration of breastfeeding (month) First birth age (year)

p-
value

Pre-menopau
se

Post-menop
ause p-

value

≤ 12 13~36 ≥37
p-

value

≤25 26 ~ 30 ≥31

N % N % N % N % N % N % N % N %
All 　 　 　 　 　 　 　 　 　 　
Region 　 　 　 　 　 　 　 　 　
Urban 2448 53.3 2956 46.7 0.00 2345 47.3 1974 36.6 1085 16.1 0.00 2765 48.7 2074 40.0 565 11.3 0.00
Rural 425 40.6 914 59.4 359 32.6 425 32.6 555 34.9 956 69.0 314 25.0 69 6.0 　
Age(year) 　 　 　 　 　 　 　 　 　
20-40 1483 99.3 13 0.7 0.00 870 58.9 552 36.3 74 4.8 0.00 416 30.4 787 50.8 293 18.8 0.00
41-60 1387 50.0 1606 50.0 1557 53.1 1175 38.5 261 8.5 1553 51.5 1168 39.2 272 9.3 　
≥61 3 0.1 2251 99.9 277 11.7 672 30.2 1305 58.0 1752 78.5 433 18.3 69 3.2 　
Education 
(years) 　 　 　 　 　 　 　 　 　 　 　 　 　 　 　 　 　 　

≤6 82 5.5 2048 94.5 0.00 255 13.6 651 32.9 1224 53.5 0.00 1759 81.8 321 15.9 50 2.3 0.00
6-9 152 27.2 636 72.8 227 31.9 379 47.3 182 20.8 563 70.5 189 24.8 36 4.7 　
10-12 1312 67.5 844 32.5 1207 58.8 805 35.9 144 5.3 1064 50.0 872 39.4 220 10.6 　
≥13 1325 83.3 337 16.7 1012 61.0 563 34.1 87 4.9 333 19.2 1001 60.4 328 20.4 　
Household 
income 　 　 　 　 　 　 　 　 　 　 　 　 　 　 　 　 　 　

Low 170 19.1 1180 80.9 0.00 267 24.4 344 27.0 739 48.5 0.00 1026 73.3 267 21.6 57 5.1 0.00
Lower middle 752 52.9 1045 47.1 673 42.4 688 38.2 436 19.4 1051 55.1 580 34.9 166 10.0 　
Middle high 973 61.7 801 38.3 816 49.5 694 38.0 264 12.5 818 44.5 751 43.4 205 12.1 　
High 969 58.3 817 41.7 935 54.6 662 37.1 189 8.3 805 44.8 780 43.2 201 12.0 　
Occupation 　 　 　 　 　 　 　 　 　
Yes 1543 55.8 1624 44.2 0.00 1306 41.3 1264 35.9 999 22.8 0.00 1723 53.0 1155 37.6 289 9.4 0.15
No 1327 46.3 2242 53.7 1394 48.1 1134 36.0 639 16.0 1996 52.0 1229 36.8 344 11.2 　
Frequency of 
drinking(week) 　 　 　 　 　 　 　 　 　 　 　 　 　 　 　 　 　 　

0~1 2260 54.9 2506 45.1 0.00 2039 47.0 1749 36.6 978 16.4 0.35 2455 48.9 1802 39.4 509 11.6 0.00
2~3 308 71.0 150 29.0 241 53.3 158 35.4 59 11.3 245 53.3 171 38.8 42 7.9 　
≥4 70 57.0 74 43.0 65 49.8 39 30.3 40 19.9 97 66.0 39 25.2 8 8.8 　
 Smoking 
situation 　 　 　 　 　 　 　 　 　 　 　 　 　 　 　 　 　 　

No 2524 49.0 3622 51.0 0.00 2391 43.1 2224 36.7 1531 20.2 0.00 3408 52.7 2197 37.8 541 9.5 0.00
Ex-smoking 177 71.9 105 28.1 141 54.9 85 30.1 56 15.0 128 42.6 105 38.1 49 19.2 　
Yes 170 64.9 122 35.1 168 61.4 81 26.6 43 12.0 167 56.9 85 27.8 40 15.2 　
BodyMassIndex
(kg/m2 　 　 　 　 　 　 　 　 　 　 　 　 　 　 　 　 　 　

＜18.5 181 77.7 63 22.3 0.00 147 64.7 69 27.1 28 8.2 0.00 88 36.6 119 47.4 37 15.9 0.00
18.5-25 2017 53.5 2415 46.5 1883 46.8 1572 36.0 977 17.3 2320 49.3 1657 39.4 455 11.3 　
＞=25 643 40.6 1390 59.4 652 36.5 748 37.1 633 26.4 1309 62.4 592 30.6 132 7.0 　
*p-value calculated using Chi-square test.

Organization; WHO)에서도 대사증후군이라고 하였다
[22]. 이렇게 세계보건기구(WHO), Adult Treatment Panel
Ⅲ (ATP3), 그리고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 
tion(IDF)등에서 정의하는 기준은 다른다[23]. 2001년 
미국 콜레스테롤을 교육프로그램(National Choleste 
rol Education Program Adult Treatment (NCEP)에
서는 새로운 진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는 여자는 88 
cm(한국 85 cm)이상이고, 남자 허리둘레 는 102 cm
(한국 90 cm), 그리고  공복 혈액내 고밀 도 콜레스테롤
은 남자는 40 mg/dL 이하 그리고 여자는 50 mg/dL 이
하, 공복시 혈액내 중성지방은 150 mg/dL 이상, 그리고 
혈압은 130/85 mmHg이상, 공복 혈당은 100 mg/dL이
상에서 다섯 가지 중에서 3개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로 

정의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2005년도에 개정된 
NCEP-ATP3를 사용하고 허리 둘레는 인종 특이적인 기
준값이 사용 되어야 한다는 IDF의 제안에 따라 여성은 
85 cm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23]

2.2.3 공변수, 교란 변수
일반 설문 조사는 연령, 성별, 거주지, 교육수준, 소득

수준, 경제활동 변수를 사용하였다. 성별은 여성으로 구
분하였고, 연령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19-40세, 
41-60세, 61세 이상으로  3단계로 구분 하였다. 거주지
는 도시(동), 농어촌(읍면)으로 구분하고. 교육 수준은 초
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으로 나누였고, 소득 수준
은 가구 소득 4분위 수로 나누어 하, 중하, 중상, 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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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and Metabolic syndrome
Metabolic  syndrome 　

0~2 ≤3
p-valueN % N %

All 　
Region 　
Urban 4262 80.7 1142 19.3 0.00
Rural 953 73.5 386 26.5 　
Age (year) 　
20-40 1415 94.1 81 5.9 0.00
41-60 2450 81.6 543 18.4 　
≥61 1350 59.1 904 40.9 　
Education (years) 　
≤6 1299 61.1 831 38.9 0.00
6-9 564 72.9 224 27.1 　
10-12 1802 84.6 354 15.4 　
≥13 1545 93.1 117 6.9 　
Household income 　
Low 849 64.5 501 35.5 0.00
Lower middle 1365 77.7 432 22.3 　
Middle high 1440 83.3 334 16.7 　
High 1534 86.8 252 13.2 　
Occupation 　
Yes 2564 82.9 603 17.1 0.00
No 2645 76.2 924 23.8 　
Frequency of drinking(week) 　
0~1 3782 81.0 984 19.0 0.35
2~3 395 86.5 63 13.5 　
≥4 108 79.2 36 20.8 　
Smoking situation 　
No 4746 79.2 1400 20.8 0.17
Ex-smoking 227 84.3 55 15.7 　
Yes 228 79.0 64 21.0 　
BodyMassIndex(kg/m)2 　
＜18.5 241 99.0 3 0.9 0.00
18.5- 25 3873 89.1 559 10.9 　
＞=25 1069 54.7 964 45.3 　
*p-value calculated using  Chi-square test.

구분하였다. 경제 활동 유형은 종사자, 무직으로 구분하
였다. 건강설문 조사 중 흡연 상태, 음주 빈도, 비만을 변
수로 사용하였다. 흡연은 비흡연자와 과거흡연자, 그리고 
흡연자로 구분하였으며 비흡연자는 평생 흡연에서 피운 
적이 없음 이고 과거 흡연자는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이고, 흡연자는 5갑 (100개비)미만, 또는 이
상을 현재 피우고 있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음주빈도는 
주1회 정도와 주2-3회, 주4회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비
만은 저체중(<18.5kg/m2), 정상(18.5-24.9kg/m), 비만 
(>=25kg/m)으로 나누어서 구분하였다. 여성 건강은 폐
경 여부, 모유 수유 기간(월), 첫출산 연령으로 구분하였
다. 폐경 여부는 현재 폐경 전인지 폐경 후인지로 구분하
고 모유 수유 기간은 월로 환산한 것으로 모유 수유 한 
총 자녀수와 총 모유 수유 한 기간을 모아서 12개월 이
하, 13-36개월 이하, 37개월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첫출
산 연령은 25세 미만, 26-30세, 31세 이상으로 구분하
였다.

2.2.4 통계 분석 방법
분석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인 인구 사회학적인 특

성,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교차 분석을 하였고 대
사증후군의 일반적인 특성 그리고, 여성 건강과 대사증후
군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 분석(Chi-square test)
을 시행하였고 여성 건강에 따른 대사증후군의 위험도를 
보기 위해 보정 전 나이 보정하고, 지역, 나이, 가구 소득, 
흡연 상태, 직업 유무를 보정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하여 그 관련성의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 신뢰구
간 (confidence interval, CI)과 교차비(odds ratio, 
OR)와 95% 신뢰구간을 구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version 23; IBM Corporation, 
NY, USA)을 사용하였고 유의수준은 p<0.05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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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stribution of Menopause and Breast feeding and First birth age and Metabolic Syndrome.　
normal Metabolic Syndrome

p-value　 　 　 　

All N % N %

Menopausal status 　 　 　 　 　

Pre- menopause 2616 90.1 257 9.9 0.00

Post- menopause 2599 68.3 1271 31.7 　

Duration of breastfeeding  (month) 　 　 　 　 　

≤12 2328 86.4 376 13.6 0.00

13~36 1859 79.5 540 20.5 　

≥37 1028 63.4 612 36.6 　

First birth age(year) 　 　 　 　 　

≤25 2636 73.3 1085 26.7

0.0026-30 2019 85.4 369 14.6

≥31 560 89.2 74 10.8

*p-value calculated using Chi-square test.

Table 4. Association between Menopause, Breastfeeding, First birth age and Metabolic syndrome.
Metabolic Syndrome

Model 1 Model 2 Model 3

All OR 95% CI OR 95% CI OR 95% CI

Menopausal status 　 　 　 　 　 　

Pre- menopause 1 Ref. 1 Ref. 1 Ref.

Post- menopause 4.24 3.59-5.00 1.39 1.07-1.82 1.44 1.09-1.90

Duration of breastfeeding  (month) 　 　 　 　 　 　

≤12 1 Ref. 1 Ref. 1 Ref.

13~36 1.65 1.37-1.95 1.17 0.98-1.41 1.17 0.97-1.40

≥37 3.66 3.06-4.38 1.16 0.92-1.46 1.07 0.84-1.35

First birth age(year) 　 　 　 　 　 　

≤25 1 Ref. 1 Ref. 1 Ref.

26-30 0.47 0.40-0.56 0.77 0.65-0.93 0.81 0.68-0.98

≥31 0.33 0.25-0.45 0.64 0.46-0.88 0.62 0.45-0.87
*Model1:Crudemodel

‡Model 2: adjusted for age　

‡Model 3: adjusted for age, area, income, smoking situation, occupation

Table 5. Correlation between First birth age and pregnancy frequency

First birth age (year)

Number of pregnancies

0~1 2~3 ≥4 p-value

N % N % N % 　

≤25 86 2.7 1277 38.4 2357 58.9 0.001

26-30 198 9.4 1321 56.6 869 34.0

≥31 173 27.1 353 55.1 108 17.8 　

*p-value calculated using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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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Table 1 에서는 폐경 여부에서 폐경 후가 도시가 
46.7%, 연령이 20-40대 0.7%, 교육수준은 대학교 이상
이 16.7%, 가구소득에서 중상은 38.3%, 흡연은 예가 
35.1%, BMI는 <18.5가 22.3%로 낮아 유의하였고 모유
수유 0-12개월은 도시가 47.3%, 연령이 20-40대가 
58.9%, 교육수준은 대학교 이상이 61.0%, 소득수준은 
상이 54.6%, 흡연은 예가 61.4%, BMI는 <18.5가 64.7%
로 높아 유의하였고 첫출산 연령은 25세 이하가 시골이 
69.0%, 연령은 61세 이상이 78.5%, 교육수준은 초졸이 
81.8%, 가구 소득은 하가 73.3%, 흡연은 예가 56.9%, 
BMI는 >=25가 62.4%로 높아 유의하였다(p=<0.0001).

Table 2에서는 대사증후군은 지역에서는 시골이 
26.5%, 연령은 61세 이상은 40.9%, 교육 수준은 초졸은 
38.9%, 가구 소득은 하가 35.5%, BMI는 >=25은 45.3%
로 대사증후군이 높아 유의하였다 (p=<0.0001). 

Table3 에서는 여성 건강에 따른 대사증후군의 분포
는 폐경 여부에서는 폐경 후가  31.7%이고 모유수유는 
37개월 이상은 36.6%로 높아 유의하였고 첫출산 연령은 
31세 이상은 10.8%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05).

Table 4는 Model 2에서 폐경 여부와 모유 수유 기간
은 대사증후군의 연관성을 보면 유의하지 않았고 첫출산 
연령은 25세 이하 여성에 비해 26-30세 여성은 대사증
후군이 0.77배 (95% CI:0.65-0.93), 31세 이상은 0.64
배 (95% CI:0.46-0.88)로 더 낮게 나와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감소하였다. Model 3에서 대사 증후군과의 연관성
을 보면 첫출산 연령은 25세 이하 여성에 비해 26-30세 
여성은 대사증후군이 0.81배 (95% CI: 0.68-0.98), 31
세 이상은 0.62배 (95% CI: 0.45-0.87)로 더 낮게 나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Table 5는 첫출산 연령이 어릴수록 4회 이상 임신횟
수가 58.9% 로 높다는 결과를 알수 있다.

4. 고찰

본 연구를 통하여 여성건강과 대사증후군과의 연관성
에서는 첫출산 연령은 나이, 지역, 가구 수입, 흡연, 직업
을 보정했을 때는 25세 미만보다 26-30세, 31세 이상이 
유의하게 대사증후군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여성은 폐경이 된 이후의 신체상의 변화가 대사증후군 
유병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일 것이라고 추측하게 하는 많

은 연구들이 있었으나, 그 원인이 폐경 자체 보다는 연령
의 증가가 더 주요한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
[24,25] 연령이 폐경후에서 비만과 대사증후군 위험이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26].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폐경과 대사증후군은 연관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Kim의 연구는 모유 수유군은 비수유군에 비하여 대
사증후군 위험도는 감소되었고, 고혈당의 위험도 유의하
게 감소하였는데 보정 변수 중 비만에 따라 모유 수유가 
대사증후군의 위험에 미치는 중재자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27]. 그러나 다른 연구 결과는 자녀 수가 늘어
날수록 대사증후군이 증가하는 연구들은[28] 모유 수유 
자녀수는 출산력으로 해석 되어지며 이런 출산력이 많은 
여성일 경우 나이가 들음에도 임신을 계속하게 되어 대
사증후군의 증가 요인과 같다고 짐작 할 수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결과와 다른 모유 수유 기간과 대
사증후군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모유 
수유 기간의 분류 차이와 대상자 수의 차이가 다른 결과
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 되어지고 사후 더 많은 기간을 추
가하여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추천하는 바이다.

첫출산 연령이 나이가 어린 여성은 인슐린에 대한 저
항성이 증가한다고 하였고[29] 또 다른 연구는 첫출산 연
령이 낮을수록 비만과 연관이 있고 재 임신에 따른 높은 
임신 횟수 역시 비만과 복부비만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
였다[30]. 첫번째 출산을 일찍한 산모의 연구 결과는 첫 
분만시 어린 산모 연령그룹은 폐경기 여성이 되며 비만
과 대사증후군의 높은 위험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24]. 이 결과는 첫출산 연령이 낮을수록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높아지고 첫출산 연령이 높을수록 대사증후군의 
위험은 낮아지는 본 연구의 결과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
겠다. 이른 임신으로 인하여 학업을 포기하거나 또는 불
확실한  미래의 진로와 경제적인 빈곤 등으로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16] 어린 나이의 첫 
출산은 출산 터율이 짧은 재임신의 가능성을 보여주어 
어린 연령의 임신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다른 연구에서는 음주와 흡연 등
의 일반 생활 행태가 대사증후군 유병률과 연관성이 있
다고 보고[31] 공공기관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대사증후군 질병 위험을 예방하거나 개선 효과가 있으며 
연령대 또한 50대 이전에 실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보아[32] 대사 증후군은 미리 예방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장점으로는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대
상 집단이 대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자료를 이용하였다는 
점이고 제한점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가 단면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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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첫출산 연령과 대사증후군과 시간적 선후관계를 
명확히 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대사증후군의 위험성이 
있는 여성 건강을 위한 금연, 유산소 운동, 체중 감량, 식
이 조절 등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며 나아
가 첫출산 연령과 대사증후군과의 관련성에 대한 한층 
심도 있는 결과와 발전적인 연구를 위해서 추적조사를 
통한 코호트 연구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는 여성의 폐경
과 모유 수유 기간과 첫출산 연령에 관한 대사증후 군과
의 연관성을 한 연구로써 본 연구의 결과는 매우 의미 있
다 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성인 여성 관련 건강요인과 대사 증후군과
의 상관성을 연구하기 위해 2011- 2014 년 국민건강영
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하였다. 종속변수는 대사증
후군이며 독립변수는 여성 관련 건강요인으로서 폐경, 모
유 수유 기간, 첫출산 연령을 분석하였으며, 사회경제 학
적 변수 및 건강관련행위는 혼란변수로 보정 하였다. 첫
출산 연령과 대사증후군은 여러 혼란 요인을 보정한 후
에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첫출산 연령 26세 30세인 여성
의 교차비: 0.79 (95% 신뢰구간: 0.65-0.99), 31세 이상인 
첫 출산 연령 여성의 교차비: 0.66(95% CI: 0.46-0.95)]. 결
론적으로 대사증후군은 첫출산 연령과 연관되 어 있으며 
향후 가임기 여성의 전신질환과 관련 보건교육 프로그램
을 개발함에 있어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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