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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인에서 성별에 따른 사회경제적 수준과 대사증후군
발생률의 연관성
서정미, 임남규, 임중연,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 심혈관·희귀질환과

Gender Difference in Association with Socioeconomic Status and Incidence
of Metabolic Syndrome in Korean Adults
Jeong Mi Seo, Nam-Kyoo Lim, Joong Yeon Lim, Hyun-Young Park*
Division of Cardiovascular and Rare Disease, Korea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Cheongju, Korea

Background: The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in Korean is gradually increasing. Metabolic syndrome shows different patterns depending on gender and socioeconomic status. We investigated the differences in incidence of metabolic syndrome according to gender and socioeconomic status using a community cohort of middle-aged Korean.
Methods: The study included 5,544 subjects (2,733 men and 2,811 women) aged 40-69 years without metabolic syndrome, diabetes, or history
of cardiovascular disease at baseline. The incidence of metabolic syndrome was estimated according to gender and socioeconomic status, and
the association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incidence of metabolic syndrome was examined using Cox’s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incidence density of metabolic syndrome was 53/1,000 person-years in men and 52/1,000 person-years in women during the
mean follow-up period of 6.01 years. After adjusting for common risk factors, the hazard ratios (HRs) for metabolic syndrome for those with
high, middle, and elementary school education levels compared to the college graduate or higher group (referent) were 1.07 (95% CI, 0.76-1.51),
1.73 (95% CI, 1.23-2.44), and 1.74 (95% CI, 1.23-2.46) in women, respectively, and compared to the more than 400 (10,000 won) group (referent), the HRs for metabolic syndrome according to income level were 1.56 (95% CI, 1.06-2.29), 1.86 (95% CI, 1.28-2.71), and 2.74 (95% CI,
1.87-4.00) in women, respectively. However, the association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incidence of metabolic syndrome was not significant in men.
Conclusion: The association between incident metabolic syndrome and socioeconomic status was significant in middle-aged Korean women.
Key words: Metabolic syndrome, Socioeconomic, Korean, Gender

서 론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성인의 대사증후군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과 같은

유병률은 1988-1994년 29.2%였으나 1999-2006년에는 34.2%로 증가

질환의 집합체(cluster)로 정의되며, 대사증후군의 각 구성요소는 심

하였다.4 2009년 중국 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대

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이기도 하다.1,2 대사증후군의 증가는 비만과 함

사증후군의 유병률이 21.3% 로 보고되었다.5 한국의 국민건강영양조

께 세계적으로 공중보건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으며3, 서구형 식습관

사 결과에서도 1998년 24.9%, 2001년 29.2%, 2005년 30.4%, 2007년

및 생활양식의 변화, 스트레스, 운동부족, 인구의 고령화 등에 의해

31.3%로 다른 국가들과 유사하게 증가하고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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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증후군의 발생은 교육수준, 소득수준, 자산, 직업의 종류 등 다

도 추적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1,078명은 제외하였다. 그리고 기반조

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 당시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에 포함된 2,616명, 당뇨병의 진단 기

이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교육수준 및 소

준에 포함된 324명, 과거에 심혈관계 질환(심근경색, 울혈성심부전, 관

득수준과 대사증후군의 유병률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한 포르투칼,

상동맥질환, 말초혈관질환, 뇌혈관질환)에 대해 진단받은 이력이 있

브라질, 프랑스의 연구에서 여성에서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는 사람 131명을 추가로 제외하여 최종 5,544명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높았으나 남성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한국
7-9

인의 데이터를 활용한 국내 연구에서는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

2. 측정 변수

은 여성에서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높았으나

1) 일반적 특성 및 건강행태

, 남성에서는 연관성

10,11

이 없거나 오히려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유병률이 높게 나타
나는 결과를 보인 연구도 있었다.

12,13

반면, 교육수준에 따른 대사증

후군 유병률의 성별차이를 보이지 않은 연구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

14

인구학적 정보 및 생활습관, 가족력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면접
설문을 통해 수집되었다. 연령대는 40, 50, 60대로 구분하였으며, 교육
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

최근 대사증후군의 발생률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

이상으로 나누었다. 소득수준은 월 가계수입을 기준으로 100만 원 미

나, 사회경제적 수준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만, 100-199만 원, 200-399만 원, 400만 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음주

타이완의 성인에서 대사증후군의 발생률을 분석한 연구를 보면, 앞

정도는 비음주자, 하루 15 g 미만 섭취자, 15-30 g 섭취자, 30 g 이상 섭

서 유병률 연구와 유사하게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그룹의 여성에서

취자로 나누었으며, 흡연상태는 비흡연자, 과거흡연자, 현재흡연자로

대사증후군 발생률이 가장 높았으며, 남성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또

구분하였다. 운동여부는 1회 20분 이상을 기준으로 주당 횟수로 구

한 노르웨이 연구에서도 교육수준이 낮아질수록 여성에서는 대사증

분하였고, 전혀 하지 않음(1회 20분 미만일 경우 포함), 주 1회, 주 2-3

후군 발생의 위험률이 증가하였으나, 남성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회, 주 4회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가족력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고혈

15

16

한국 사회는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비만 인구의 증가와
함께 대사증후군의 유병률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압, 당뇨 또는 고지혈증에 대해 진단받은 적이 있으면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 동안 대사증후군과 사회경제적 수준 및 성별 차이에 대한 보고는
대부분 단면 연구로, 전향적 추적 연구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 따라서

2) 신체계측 및 혈액검사

본 연구는 40-60대 중년의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및 각

신장과 체중은 전자식 신장-체중 측정기로 동시 측정하였으며, 신

구성요소에 대해 평균 추적기간 6.01년 동안의 발생률과 사회경제적

장은 cm 단위로, 체중은 kg 단위로 소수점 한 자리까지 기록하였다.

수준과의 연관성을 남녀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성별의 영향에 따

허리둘레는 cm 단위로 소수점 한 자리까지 기록하였고, 3회 측정치

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혈압은 앉은 자세에서 양팔의 혈압을 측정
한 뒤 수치가 높은 쪽 팔의 측정치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1차 측정

방 법

후 30초 간격으로 휴식을 취한 다음 3차까지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
하였다. 혈액은 최소 8시간 이상 공복 후 정맥에서 채취하여 당화혈색

1. 연구대상

소,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igh-density lipoprotein

본 연구는 2001년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한국인

(HDL) 콜레스테롤 등에 대한 이화학적 검사를 수행하였다. 체질량지

유전체역학조사사업(Korean Genome and Epidemiology Study, Ko-

수(Body mass index, kg/m2) 는 신장과 체중을 대입하여 계산하였다.

GES) 의 안성 · 안산 코호트 자료를 활용하였다.17 안성시는 3개 동과 1

개의 읍 그리고 11개 면으로 이루어진 농촌지역이며, 안산시는 22개

3) 대사증후군의 정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지역이다. KoGES의 기반조사는 2001년 5

대사증후군의 정의는 NCEP-ATP Ⅲ (2001)의 진단기준을 기초로

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수행되었으며 총 참여자 수는 10,038명이었

하였으며2, 복부비만을 정의하기 위한 허리둘레는 2006년 대한비만

다. 추적조사는 2003년 1차를 시작으로 2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

학회에서 제시한 한국인 기준을 적용하였고18, 공복 시 혈당은 2003

며, 본 연구에서는 4차 추적까지의 데이터를 합산하여 8년 동안의 조

년 미국당뇨병학회(American Diabetes Association)의 권고안을 기

사결과를 분석하였다.

준으로 하였다.19 그리고 아래의 5가지 항목 중 3가지 이상 해당되는

기반조사에서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 당화혈색소(HbA1c), 허리둘

경우를 대사 증후군으로 정의하였다; 1) 복부비만(Abdominal obesi-

레, 몸무게, 공복혈당 등 필수 정보가 부족한 345명과 8년 동안 한 번

ty): 허리둘레 기준으로 남성 90 ㎝ 이상, 여성 85 ㎝ 이상인 경우, 2)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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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당(Hyperglycemia): 공복혈당이 100 mg/dL 이상 또는 당뇨병 치료

평균 6.01년의 추적기간 동안 남성의 경우 864명, 여성의 경우 875명

중이거나 인슐린 주사 또는 약물 복용중인 경우, 3) 고혈압(Hyper-

의 대사증후군 환자가 발생하였고, 발생밀도는 각각 52.5/1,000 인년

tension): 수축기 혈압이 130 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85

과 51.8/1,000 인년이었다. 대사증후군의 발생밀도는 여성의 경우 연

mm Hg 이상 또는 고혈압 치료 중이거나 약물 복용중인 경우, 4) 고중

령이 증가할수록,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은 감소할수록 급격하게 증

성지방(High TG): 공복 상태의 혈중 중성지방이 150 mg/dL 이상 또

가하였으나, 남성의 경우 연령 및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가 없

는 고지혈증 치료 중이거나 약물 복용중인 경우, 5) 저HDL-콜레스테

었다(Table 2).

롤(Low HDL): 공복 상태의 혈중 HDL-콜레스테롤 수치가 남성 40
mg/dL 미만, 여성 50 mg/dL 미만인 경우.

교육수준과 대사증후군 발생률의 연관성은 Cox 비례위험 모델을
사용하여 위험률로 산출하였다. 여성의 경우 보정 후 모델에서 전문
대학 졸업 이상을 기준으로 교육수준이 낮아질수록 대사증후군 발

3. 통계적 분석방법

생의 위험률이 각각 1.07 (95% CI, 0.76-1.51), 1.73 (95% CI, 1.23-2.44),

자료의 분석은 SPSS (version 21.0)를 이용하였다. 연속형 자료는 평

1.74 (95% CI, 1.23-2.46)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able

균 ± 표준편차(SD)로 제시하였고 범주형 자료는 백분율(%)로, 발생

3). 남성에서는 교육수준과 대사증후군 발생률의 연관성을 보이지 않

밀도(incidence density)는 인년(person-year)으로 표기하였다. 대사

았다. 소득수준과 대사증후군 발생률의 연관성 역시 같은 방법으로

증후군이 발생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사이의 신체계측지수와 혈

위험률을 계산한 결과, 여성의 경우는 월 가계 소득 400만 원 이상을

청학적 정보 등 연속형 자료의 차이에 대한 분석은 t-test를 사용하였

기준으로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대사증후군의 발생에 대한 위험률

고, 거주지역,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음주, 흡연, 운동과 같은 범주

이 1.56 (95% CI, 1.06-2.29), 1.86 (95% CI, 1.28-2.71), 2.74 (95% CI,

형 자료의 그룹 간 차이에 대한 분석은 chi-square test를 사용하였다.

1.87-4.00)로 유의하게 증가한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보정 후 모델에

대사증후군 및 각 구성요소의 발생률과 사회경제적 수준과의 연관성

서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00만원 미만에서만 유의하였다(Table 4).

은 다변량 Cox 비례위험 회귀모델(multiple Cox proportional hazard

이것은 앞서 발생밀도로 산출한 대사증후군의 발생률과 일치하는 결

regression model)을 통해 위험률(hazard ratios, HR)를 구하였고, 연

과로써, 사회경제적 수준이 대사증후군의 발생률에 미치는 영향이

령, 음주, 흡연, 운동, 가족력(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체질량지수를

여성에게서만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보정변수로 사용하였다. 모든 분석에서 P value 는 0.05 미만일 때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대사증후군의 구성 요소인 복부비만, 고혈당, 고혈압, 고중성지방,
저HDL-콜레스테롤에 대해서도 추적기간 동안의 발생에 대한 각각
의 위험률을 구하였다. 여성의 경우 전문대 졸업이상을 기준으로 교

결 과

육수준이 낮아질수록 복부비만[HR (95% CI); 1.48 (0.93-2.34), 2.64
(1.68-4.17), 3.34 (2.12-5.28)]과 고혈압[HR (95% CI); 1.10 (0.73-1.65),

추적기간 동안 대사증후군이 발생한 군과 그렇지 않은 군의 기본

1.71 (1.15-2.57), 1.73 (1.14-2.64)]의 위험률이 증가하였고, 남성의 경우

적인 특성을 비교하였다. 지역 간 비교를 하였을 때 남녀 모두 도시지

는 고혈압[HR (95% CI); 1.13 (0.90-1.42), 1.40 (1.08-1.81), 1.41 (1.05-

역인 안산보다 농촌지역인 안성에서 대사증후군이 많이 발생하였다.

1.89)]만 증가하였다(Online Appendix 1). 또한 여성에서는 월 가계수

여성의 경우 대사증후군이 발생한 군의 평균 연령이 그렇지 않은 군

입 400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복부비만, 고

에 비해 더 높았으나(P < 0.001) 남성에서는 차이가 없었다(P = 0.408).

혈당, 고혈압, 고중성지방, 저HDL-콜레스테롤 등의 모든 구성요소에

대사증후군 환자의 비율은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

대한 위험률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남성의 경우 최하위 그룹에서

을수록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P < 0.001) 남성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만 복부비만, 고혈당, 고혈압의 위험률이 증가하였다(Online Appen-

(교육수준; P = 0.308, 소득수준; P = 0.412). 그리고 여성의 경우 주 4

dix 2).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남녀 모두 고혈압의 위험

회 이상 운동을 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대사증후군이 발생한 군의

률이 증가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복부비만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11.2%로, 그렇지 않은 군(15.0%)에 비해 적었으며(P = 0.006), 남성에

서는 현재 흡연을 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대사증후군이 발생한 군에

고 찰

서 53.2%로 그렇지 않은 군(47.9%)보다 높게 나타났다(P = 0.01). 그 외
공복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혈압,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등은 남녀 모

본 연구는 한국의 성인에서 대사증후군의 발생률과 사회경제적 수

두 대사증후군이 발생한 군의 평균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유의하

준과의 연관성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

게 높았다(Table 1).

다. 평균 6.01년의 추적기간 동안 총 5,544명 중 1,739 (남:864, 여: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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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Variables
Area
Ansung
Ansan
Age (year)
≤ 49
50-59
≥ 60
Education level
≥ College
High school
Middle school
≤ Primary school
House income (10,000 won/month)
≥ 400
200-399
100-199
< 100
Alcohol drinking (g/day)
None
1-14.9
15-29.9
≥ 30
Smoking
Non-smoker
Ex-smoker
Current smoker
Exercise (times/week)
None
1
2-3
≥4
HbA1c (%)
FBG (mg/dL)
Total-c (mg/dL)
HDL-c (mg/dL)
TG (mg/dL)
SBP (mmHg)
DBP (mmHg)
WC (cm)
BMI (kg/m2)
< 18.5
18.5-22.9
23-24.9
25-29.9
≥ 30

Men (n= 2,733)
MetS (n= 864)

non-MetS (n= 1,869)

Women (n= 2,811)
P value

MetS (n= 875)

non-MetS (n= 1,936)

P value

567 (64.8)
308 (35.2)
52.9± 8.5
371 (42.4)
265 (30.3)
239 (27.3)

741 (38.3)
1,195 (61.7)
48.8± 8.1
1,255 (64.8)
405 (20.9)
276 (14.3)

< 0.001

470 (54.4)
394 (45.6)
51.2± 8.6
457 (52.9)
212 (24.5)
195 (22.6)

789 (42.2)
1,080 (57.8)
51.1± 8.8
1,007 (53.9)
444 (23.8)
418 (22.4)

< 0.001

177 (20.5)
332 (38.4)
194 (22.5)
161 (18.6)

425 (22.7)
666 (35.6)
401 (21.5)
377 (20.2)

0.308

40 (4.6)
180 (20.6)
243 (27.8)
412 (47.1)

173 (8.9)
706 (36.5)
489 (25.3)
568 (29.3)

< 0.001

83 (9.6)
270 (31.3)
271 (31.4)
240 (27.8)

167 (8.9)
645 (34.5)
564 (30.2)
493 (26.4)

0.412

31 (3.5)
174 (19.9)
253 (28.9)
417 (47.7)

162 (8.4)
630 (32.5)
607 (31.4)
537 (27.7)

< 0.001

261 (30.2)
245 (28.4)
162 (18.8)
196 (22.7)

583 (31.2)
662 (35.4)
311 (16.6)
313 (16.7)

< 0.001

645 (73.7)
215 (24.6)
11 (1.3)
4 (0.5)

1,388 (71.7)
505 (26.1)
29 (1.5)
14 (0.7)

0.617

159 (18.4)
245 (28.4)
460 (53.2)

408 (21.8)
565 (30.2)
896 (47.9)

0.025

836 (95.5)
11 (1.3)
28 (3.2)

1,851 (95.6)
23 (1.2)
62 (3.2)

0.988

638 (73.8)
58 (6.7)
77 (8.9)
91 (10.5)
5.6± 0.3
85.5± 8.6
192.0± 35.7
42.7± 8.2
182.5± 122.6
126.1± 17.0
84.0± 10.8
85.0± 5.8
24.7± 2.4
3 (0.3)
194 (22.5)
295 (34.1)
351 (40.6)
21 (2.4)

1,402 (75.0)
122 (6.5)
133 (7.1)
212 (11.3)
5.5± 0.3
82.9± 8.3
188.1± 34.0
47.1± 10.3
134.0± 72.8
119.3± 15.6
79.7± 10.5
79.6± 6.4
22.9± 2.5
79 (4.2)
877 (46.9)
517 (27.7)
389 (20.8)
7 (0.4)

0.396

693 (79.2)
35 (4.0)
49 (5.6)
98 (11.2)
5.6± 0.4
82.3± 7.8
191.1± 34.8
45.9± 9.0
129.5± 58.2
124.7± 18.1
80.8± 11.0
82.5± 7.5
25.2± 3.1
3 (0.3)
199 (22.7)
250 (28.6)
362 (41.4)
61 (7.0)

1,426 (73.7)
67 (3.5)
152 (7.9)
291 (15.0)
5.4± 0.3
79.7± 6.8
183.4± 32.8
49.6± 10.2
110.4± 45.3
114.0± 15.5
74.7± 10.0
75.9± 7.6
23.4± 2.7
59 (3.0)
822 (42.5)
562 (29.0)
462 (23.9)
31 (1.6)

0.004

0.408
0.874

< 0.001
< 0.001
0.009
<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Data are Mean± SD or N(%).
P value were calculated by student t-test or chi-squared test.
MetS, participants included the diagnostic criteria of metabolic syndrome during follow-up; non-MetS, general paricipants that not occur metabolic syndrome during follow-up.
HbA1c, hemoglobin A1c; FBG, fasting blood glucose; Total-c, total cholesterol; HDL-c,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TG, triglyceride;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WC, waist circumference; BMI,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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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cidence density of metabolic syndrome according to age and socioeconomic status in men, and women
Men

Age (year)
≤ 49
50-59
≥ 60
Education level
≥ College
High school
Middle school
≤ Primary school
House income level
≥ 400
200-399
100-199
< 100
Total

Women

MetS (n= 864)

non-MetS
(n= 1,869)

Person-years

Incidence density
(95% CI)

MetS (n= 875)

non-MetS
(n= 1,936)

Person-years

Incidence density
(95% CI)

457
212
195

1,007
444
418

8,925.7
3,903.2
3,625.0

51.2 (46.5-55.9)
54.3 (47.0-61.6)
53.8 (46.2-61.3)

371
265
239

1,255
405
276

10,369.1
3,879.6
2,629.9

35.8 (32.1-39.4)
68.3 (60.1-76.5)
90.9 (79.4-102.4)

177
332
194
161

425
666
401
377

3,677.5
6,125.2
3,507.3
3,144.0

48.1 (41.0-55.2)
54.2 (48.4-60.0)
55.3 (47.5-63.1)
51.2 (43.3-59.1)

40
180
243
412

173
706
489
568

1,413.5
5,874.4
4,335.5
5,255.2

28.3 (19.5-37.1)
30.6 (26.2-35.1)
56.0 (49.0-63.1)
78.4 (70.8-86.0)

83
270
271
240
864

167
645
564
493
1,869

1,518.4
5,611.9
5,035.9
4,287.8
16,454.0

54.7 (42.9-66.4)
48.1 (42.4-53.9)
53.8 (47.4-60.2)
56.0 (48.9-63.1)
52.5 (49.0-56.0)

31
174
253
417
875

162
630
607
537
1,936

1,291.0
5,197.8
5,318.5
5,071.4
16,878.6

24.0 (15.6-32.5)
33.5 (28.5-38.5)
47.6 (41.7-53.4)
82.2 (74.3-90.1)
51.8 (48.4-55.3)

CI, confidence interval; MetS, participants included the diagnostic criteria of metabolic syndrome during follow-up; non-MetS, general paricipants that not occur metabolic syndrome
during follow-up.
Incidence density= case/person-year× 1,000.

Table 3. Association between education level and metabolic syndrome according to gender
Men

Women

HR (95% CI)
Model 1

Model 2

Model 3

≥ College
High school
Middle school
≤ Primary school
≥ College
High school
Middle school
≤ Primary school
≥ College
High school
Middle school
≤ Primary school

P value

1
1.11 (0.93-1.34)
1.16 (0.94-1.42)
1.04 (0.84-1.28)
1
1.09 (0.91-1.31)
1.13 (0.91-1.39)
0.97 (0.76-1.24)
1
1.10 (0.91-1.32)
1.21 (0.98-1.50)
1.14 (0.89-1.46)

0.250
0.163
0.737
0.355
0.267
0.825
0.313
0.075
0.289

HR (95% CI)

P value

1
1.07 (0.76-1.50)
2.11 (1.51-2.95)
3.04 (2.19-4.20)
1
1.07 (0.76-1.50)
1.85 (1.32-2.60)
1.93 (1.37-2.74)
1
1.07 (0.76-1.51)
1.73 (1.23-2.44)
1.74 (1.23-2.46)

0.714
< 0.001
< 0.001
0.718
< 0.001
< 0.001
0.708
0.002
0.002

Model 1 is unadjusted.
Model 2 adjusts for age at enrollment, drinking, smoking and exercise.
Model 3 includes the covariates in model 2 and additionally adjusts for family history and BMI.
HR, hazard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명의 대상자가 대사증후군으로 새롭게 진단되었다. 누적발생률은 남

생활습관이나 가족력, 체질량지수를 보정한 이후에도 사회경제적 수

성 31.6%, 여성 31.1%이었으며, 발생밀도는 각각 1,000 인년 당 52.51

준과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대사증후군의 각 구성요소

과 51.84으로 남녀에서 차이가 없었다.

(복부비만, 고혈당, 고혈압, 고중성지방, 저HDL-콜레스테롤)에 대한

사회경제적 수준과 대사증후군 발생률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위험률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이 낮아질수록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대사증후군 발생

복부비만과 고혈압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소득수준에서는 대사증후

에 대한 위험률이 크게 증가한 반면 남성에서는 소득수준의 최하위

군의 5가지 구성요소 모두 역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에 남성의 경

그룹에서만 증가하였고 교육수준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기존의

우 교육수준에서는 고혈압, 소득수준에서는 복부비만, 고혈당, 고혈

다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로써, 여성에서 대사증후군의 발생은

압 등의 일부 요소만 연관성을 보였다. 따라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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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ssociation between house income level and metabolic syndrome according to gender
Men
HR (95% CI)
Model 1

Model 2

Model 3

≥ 400
200-399
100-199
< 100
≥ 400
200-399
100-199
< 100
≥ 400
200-399
100-199
< 100

1
0.84 (0.66-1.08)
0.94 (0.73-1.20)
0.99 (0.77-1.27)
1
0.88 (0.68-1.12)
0.99 (0.77-1.28)
1.03 (0.78-1.36)
1
1.00 (0.78-1.28)
1.23 (0.95-1.58)
1.44 (1.09-1.92)

Women
P value
0.177
0.594
0.956
0.293
0.952
0.819
1.000
0.116
0.011

HR (95% CI)
1
1.47 (1.00-2.15)
2.16 (1.49-3.15)
3.97 (2.76-5.73)
1
1.45 (0.99-2.12)
1.92 (1.31-2.79)
2.69 (1.84-3.94)
1
1.56 (1.06-2.29)
1.86 (1.28-2.71)
2.74 (1.87-4.00)

P value

연구에서도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복부비만의 위험률이 월 소득 400
만 원 이상에 비해 최고 3배까지 증가하였으며, 대사증후군의 나머지
4가지 요소에 대한 위험률 역시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일수록 자녀를 많이 출산하는 경향이 있으

0.049
< 0.001
< 0.001

며, 이러한 임신과 출산은 복부비만의 증가와 HDL 의 감소, 산후 및

0.059
0.001
< 0.001

사증후군의 발생에 있어 성별 차이를 유발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제기

0.024
0.001
< 0.001

가 생겼을 때 체중관리 등 외모에 신경을 쓰는 인식이 강하다고 보고

Model 1 is unadjusted.
Model 2 adjusts for age at enrollment, drinking, smoking and exercise.
Model 3 includes the covariates in model 2 and additionally adjusts for family history
and BMI.
HR, hazard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자녀 양육 시 심리적 우울감 등을 동반하여 대사질환을 유발할 수 있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4 또한 비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차이가 대
되고 있는데, 외모를 중요시하는 요즘 사회에서 여성 비만인구의 경
우 남성보다는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경향이 크므로, 경제적 여유
된 바 있다.25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여성 대상자에서 출산 자녀수와
대사증후군의 발생률과의 연관성이 없었고,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여가운동의 주당 횟수 또한 남녀에서 차이가 없었다(data not shown).
여러 연구에서 대사증후군과 사회경제적 수준과의 연관성에서 성
별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으로 남녀의 직업적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7-9 남성의 경우 단순노무나 생산직과 같은 육체적 직업을 가진

사증후군의 발생에 사회경제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사람에 비해 사무직이나 전문직 등의 비육체적 직업을 가진 사람에

수 있었다.

게서 대사증후군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26,27 육체적 직업

교육수준, 소득수준, 자산, 직업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 수준

의 경우 업무에 의한 신체 활동량이 많은 반면 비육체적 직업의 경우

은 어린 시절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낮은 상태가 지속되면 생리적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우 주부라는 독특

활성의 지표가 되는 과부하 지수(allostatic load score; SNS, PNS,

한 사회적 역할을 맡고 있으며, 전업주부의 경우 직장을 가진 여성에

HPA, cardiovascular, glucose metabolism, lipid, inflammation 의 7

비해 출산과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 및 영양불균형으로 비만이 될 위

가지 생리활성을 컴퓨터로 계산한 지수들의 합계)가 높아진다. 또한

험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28 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남성의 경우 사회경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나쁜 생활습관, 영양불균형, 스트레스

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비육체적 직업의 분포가 높았고, 반대로 수준

로 등으로 인해 인슐린저항성 증가 및 복부비만으로 이어져 결국은

이 낮을수록 육체적 직업의 분포가 높았다.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대사증후군이나 심혈관계 질환 같은 건강문제로 나타나게 된다. 본

남성의 경우 비교적 신체활동량이 많은 농업, 자영업, 판매직, 생산직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수준과 생활습관과의 상관관계를 직접 검증

에 주로 종사하였으므로 대사증후군의 발생의 예방에 어느 정도 기

하지는 못하였으나, 여성의 경우 운동 횟수가 감소할수록, 남성의 경

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성의 경우 대상자의 대부분이 중년이상의

우는 음주와 흡연의 정도가 심각할수록 대사증후군의 발생률이 증

기혼여성이었고, 한국사회에서 가사노동은 대부분 여성들이 맡고 있

가하였으며, 남녀 모두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복부비만이 크

다. 따라서 여성의 직업 활동은 전업 주부 혹은 주부이면서 동시에 직

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생활을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업 주부를 제외한 일반적인 직

20

21

사회경제적 수준은 식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소득수준

업적 분포는 남성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Online Appendix 3). 그러

이 낮을수록 지방(fat), 첨가당(added sugar), 정제곡류(refined grain)

나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여성의 경우 가사노동과 동시에 생계형 직

와 같은 것이 많이 포함된 저가이면서 고열량의 식품들을 소비하는

업에 종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이 육체적 직업으로 분류되는 직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연구에서도 교육수준이 음식의 선택

업이라 할지라도 여성이 할 수 있는 신체활동은 남성에 비해 제한적이

과 건강행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남녀가 다르게 나

다. 따라서 여성의 경우 육체적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가중되는 스트

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서울시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

레스 및 경제적 박탈감에서 오는 우울증 등에 의해 오히려 대사증후

구에서는 고령(65세 이상)이고 월 소득 50만 원 미만의 여성에서 월

군이 증가했을 것으로 생각된다.29

22

9

50만 원 이상에 비해 과체중(BMI ≥ 25)과 복부비만(허리둘레 ≥ 80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사회경제적 수준과 연관이 있을 것

cm)일 확률이 각각 12.6배, 4.8배 정도 높았다는 보고가 있었다. 본

으로 알려진 요인들 중 스트레스, 우울증, 식품섭취빈도, 직업적 활동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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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신체활동에 대한 설문 내용이 측정하기 어려운 복잡한 질문

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남성에서는 최하위 그룹에서만 유의하였다.

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추적조사마다 설문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아

결론: 한국인에서 대사증후군의 발생에 대한 위험률이 여성에서는

보정변수로 사용할 수 없었다. 둘째, 사회경제적 수준에 해당하는 변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남성에

수 중 일부만을 사용하였다. 사회경제적 상태를 평가하는 측정변수

서는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등급에서만 증가하였다. 따라서 대사증

들 중에는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 외에도 자산, 직업상태, 어릴 적 부

후군의 발생에 있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경제적인 영향을 많이 받

모의 직업 등 다양한 기준들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추후 좀 더 명확한

음을 알 수 있다.

자료의 제시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에 따른 결과 또는 이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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