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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모유수유가 모성의 심뇌혈관질환

사망에 미치는 영향

- 자료원을 중심으로KoGES -

연구배경

아기뿐만 아니라 엄마에게도 건강상 이득을 가져다주는 모유수유는 우리나

라에서 실천률이 저조하다 한편 우리나라 심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은 여성. ,

사망률이 남성에 비해 높다 따라서 모유수유와 심뇌혈관질환사망 간의 관계.

를 구명하고 그에 따른 모유수유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 및 방법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도시 농촌 코호트의 기반조사에 참여하(KoGES) ,

였으며 통계청 사망자료와 연계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모69,793 . ,

유수유 기간을 미산부 미실시 경산부 미실시 개월 개월 개( ) , ( ) , 1-6 , 7-12 , 13-24

월 개월 이상의 개 범주 나누어 분석하였다 콕스비례 위험 모형, 25 6 . (Cox

을 통해 모유수유가 전체사망 심뇌혈관질환사망Proportional Hazard Model) , ,

심혈관질환사망 뇌혈관질환사망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

연구 결과

연령 월 평균 수입 교육 수준 지역 음주경험 흡연경험 체질량지수, , , , , , ,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질병력 초경연령 첫 자녀 출산 시 연령 출산 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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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수를 보정했을 때 미산부가 기준집단 경산부 모유수유 미실시 보다 전체사, ( )

망의 위험이 배 높았으며 기준집단대비 개월 모유수유한 군은1.54 13-24 86%,

개월 이상 모유수유한 경우 심혈관질환 사망의 위험이 감소했다 모유25 75% .

수유 유무에 따른 사망 위험도를 확인했을 때 미산부가 기준집단보다 전체 사

망의 위험이 배 높았으며 모유수유 실시군은 기준집단보다 심혈관질환1.54 ,

사망의 위험이 낮아졌다71% .

결 론

이번 연구의 결과로 모유수유 유무뿐 아니라 모유수유 기간도 한국여성의

심혈관질환 사망의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모유수유를 통하.

여 아기의 건강뿐만 아니라 모성의 건강증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본

연구를 지속 보완 발전시켜 모유수유 장려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모유 모성사망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생존분석: KoGES,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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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Ⅰ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모유수유는 아기의 생존 그리고 건강 발달을 위한 자연적 기초요소로서 그,

효과가 큰 것이 널리 알려져 있다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는 이에 따라 출산 후 첫 시간 이내에 모유수유를 시작하고 생후 첫 개WHO) 1 6

월 동안은 오직 모유만 수유하는 완전모유수유 를(Exclusive Breastfeeding)

할 것을 권장하며 이유식과 함께 개월 이상의 모유수유를 해야 한다고 말, 24

한다(WHO, 2018).

우리나라 출생 후 완전모유수유 실천율은 통계에 따라 그 결과가 다소 상이

하나 년 보건복지부 자료 기준 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16~18 53.6%, '18

건 복지 실태조사 기준 에 그쳐 제 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14.9% 5 Health

의 출생 후 개월 완전모유수유율 목표인 대비 아직 매우 저Plan 2030 6 77.6%

조한 편이다 보건복지부 이소영 등( , 2021; , 2018).

우리나라 출생 후 완전모유수유 실천율은 통계에 따라 그 결과가 다소 상이

하나 년 보건복지부 자료 기준 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16~18 53.6%, '18

건 복지 실태조사 기준 에 그쳐 제 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14.9% 5 Health

의 출생 후 개월 완전모유수유율 목표인 대비 아직 저조한Plan 2030 6 77.6%

편이다 보건복지부 이소영 등( , 2021; , 2018).

여성의 건강 문제는 여성 개인의 삶의 질 저하와 더불어 가족 전체의 삶의

질 저하와도 연결될 수 있어 인구사회학적 문제와 직결된다 박현영( , 2016).

따라서 여성 건강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 있다(WHO,

2009).

세계사망원인 중 위인 심혈관질환은 우리나라에서는 위인 암 다음으로 두1 1

번째로 높은 사망원인이며 뇌혈관질환은 세계사망원인 위이고 우리나라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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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네 번째로 높은 사망원인이다 전 세계적으로 년에 억 만 건이. 1990 2 7,100

던 심뇌혈관질환은 년 현재 억 만 건으로 년간 거의 두 배가 증2019 5 2,300 30

가했으며 이에 대한 사망도 년 만 건에서 년 만 건으로 약1990 1,210 2019 2,860

배에 달했다 년 우리나라 사망원인 통계 결과2.4 (Roth et al., 2020). 2019 40

대 이상 전 연령에서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사망이 대 사망원인에 포함되어, 5

있다 특히 순환계통 질환 고혈압성 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포함 은 성. , ( , , )

별 사망원인 중에서 유일하게 여성 사망률 배 이 남성에 비해 높은 질환이(1.1 )

므로 여성의 순환계통의 질환에 관한 관심이 중요하다(Ritchie et al., 2018;

통계청, 2020).

국외에서는 모유수유와 모성의 심혈관질환과 뇌혈관질환에 관한 연구가 다

양하게 지속되고 있으나(Stuebe et al., 2009; Schwarz et al., 2009;

Gallagher et al., 2011; Natland et al., 2013; Peters et al., 2016;

아직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인Peters et al., 2017; Nguyen et al., 2019)

구를 대상으로 한 위와 같은 연구가 거의 없으며 이마저도 단면연구 강지연(

등 와 국외 논문에 대한 문헌고찰 조준영 에 그친다 더욱이, 2020) ( , 2017) .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자료원을 활용한 모유수유에 관한 연구가KoGES( )

아직 없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자료원과 통계청, (KoGES)

사망원인 자료를 연계하여 우리나라 여성의 모유수유가 모성의 심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사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 ) .

이론적 배경2.

모유수유의 효과1)

엄마의 젖은 영양학 면역학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모두 아기에게 훌륭한, ,

영양원으로서 신생아에게 최고의 영양을 제공하며 이와 더불어 면역력 형성에

도움을 주고 모유수유를 통해 아기와 엄마는 특별한 심리적 관계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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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quien, 2018).

모유는 아기에게는 다음의 장점이 있다 첫째 아기에게 이상적인 영양을. ,

제공한다 모유는 수백만 년의 진화의 결과로 아기가 생후 개월간 필요한 모. 6

든 것들이 함유되어 있으며 아기의 요구에 따라 그 성분이 변화된다(Andreas,

2015). 둘째 아기의 면역력을 증진시킨다 출산 후 약 일간 분비되는 초유, . 5

에는 고농축의 단백질뿐만 아니라 아기의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면역글

로불린과 항균 물질인 락토페린 등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다(Lawrence,

셋째 아기의 질병 호흡기감염과 중이염 영아돌연사1994; Newburg, 2007). , ( ,

증후군 소화기계감염 괴사성장염 아토피피부염 천식 등의 알레르기질환, , , , ,

셀리악병 염증성장질환 당뇨병 치아부정교합 소아백혈병 림프종 등 의, , , , , )

위험을 낮추며 이 효과는 모유수유를 얼마나 오랫동안 시행했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Section on Breastfeeding, 2012; Victora et al., 2016).

넷째 아기의 건강한 체중 증가를 도우며 소아에게서 가장 빈번한 영양 장애,

인 비만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Armstrong et al., 2002; Dietz, 2001; Von

다섯째 모유수유를 한 아동의 지능이 더 높다et al., 1999). , (Blesa, 2019;

모유에는 와 아라키돈산이 조화로운 비율로 함유되어 있어Lucas, 1992). DHA

아기의 신경발달과 두뇌 발달을 돕는다 또한 모유를 먹은 아이들과 어머니. ,

의 강화된 유대가 지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Anderson, 1999).

모유는 어머니에게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첫째 모성의 질병의 위험. ,

을 감소시킨다 자궁수축을 도와 출혈을 감소시키고 산 후 빠른 회복을 돕는.

다 유방암 난소암 제 형 당뇨병의 위험을 감소시킨다(León-Cava, 2002). , , 2

(Chowdhury et al., 2015; Schwarz et al., 2010; Babic et al., 2020;

Beral et al. 모유수유와 산후우울증과는 밀, 2004; Godfrey et al., 2010).

접한 관련이 있으며 개월 이상의 모유수유는 산후 우울증의 위험을 감소시킨4

다(Dias et al., 2015; Hamdan et al. 둘째 시간과 돈을 절약하게, 2012). ,

해준다 모유수유는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수유 방법인 동시에 가장 저렴한.

방법이다 분유를 구매하지 않아도 되며 그에 필요한 제반(León-Cava,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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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도 불필요하다 또한 분유 수유 준비를 위해 젖병을 세척할 필요도 없고. ,

분유를 일정한 온도로 맞추기 위해 시간을 들일 필요도 없다(UNICEF, 2012).

이와 같이 모유수유가 아기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보다는 모성

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적은 편이다 위에 언급했듯이 현재까.

지 밝혀진 모유수유가 모성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관련 이점은 유방암 난소,

암 제 형 당뇨병이 등이 감소된다는 것인데 이는 용량반응관계, 2

까지 입증되었다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유수유(Dose-response relation) .

기간이 개월 증가할 때마다 유방암의 발병률이 감12 4.3%(95% CI: 2.90-6.80)

소했으며 장기간 모유수유한 경우 단기간 모유수유한 경우에 비해 유방암 발,

병률이 감소했다 또한 장기간 모유수유할 경우 단19%(95% CI: 0.77-0.86) . ,

기간 모유수유한 경우보다 난소암의 발생이 감소했으30%(95% CI: 0.64-0.75)

며 장기간 모유수유한 경우 단기간 모유수유한 경우 제 형 당뇨병의 발생의2

위험이 감소했다32%(95% CI: 0.57-0.82) (Victora, 2016).

모유수유와 심뇌혈관질환2)

모유수유와 심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의 관련성에 관해서는 아( , )

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선행연구들을 보면 모유수유를 할 경우 모성의.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의 발생, (Peters et al., 2016 과 사망) (Natland et

al., 2013; Peters et al., 2017; 이 감소된다는 결과Nguyen et al., 2019)

가 대부분이며 모유수유 기간에 따른 영향 도 확인할(Dose-response relation)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뚜렷한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Gallagher et al.,

고 보고하고 있는데 같은 국가에서 실시한 연구들도 상이한 결과가 확인2011)

되어 이를 인종에 대한 차이로 단정을 짓기도 어렵다(Gallagher et al.,

2011; Peters et al., 2017).

다만 선행연구들의 심혈관질환과 뇌혈관질환에 대한 정의가 상이하고 보정

한 변수들에도 차이가 있어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에는 제한점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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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사료된다.

등 은 세 이상의 미국의 폐경이 된 경산부 명을Schwarz (2009) 50 79 139,681∼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이며 계층화하여 분석했을 때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결

과가 확인되었다 연령이 세인 사람들 중 모유수유 미실시군 대비. 50 59 7-12∼

개월 모유수유를 실시한 경우 개월 이상21%(HR 0.79, 95% CI: 0.66-0.94), 24

모유수유한 경우 심혈관질환20%(HR 0.80, 95% CI: 0.67-0.95)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울혈성심부전 협심증 말초혈관질환 경동맥질환 관상동맥재형성, , , , , )

발생이 감소했으며 체질량지수를 추가로 보정했을 때는 개월 이상 모유수유24

한 경우 심혈관질환 발생이 감소했다 자녀32%(HR 0.68, 95% CI: 0.52-0.89) .

수가 명인 경우에는 개월 모유수유를 실시한 경우 기준집단대비1 7-12 28%(HR

자녀수가 명인 경우는0.72, 95% CI: 0.53-0.97), 2-3 42%(HR 0.58, 95% CI:

자녀수가 명인 경우는 심혈관0.35-0.95), 3 22%(HR 0.78, 95% CI: 0.63-0.98)

질환 발생 위험이 감소했다.

등 은 세 사이의 미국 여성 경산부 중 심혈관질환 과거력Stuebe (2009) 30~55

이 있는 자를 제외한 명이 대상이다 경산부 중 수유를 하지 않은 군89,326 .

대비 년 이상 수유를 한 군의 심혈관질환 심근경색 의 위험이 나이와 출산력2 ( )

만을 보정했을 때 감소했으며 이에 추가적27% (HR 0.73, 95% CI: 0.23-0.49)

으로 비만 가족력 생활습관요소 약물 복용력 등을 보정했을 때 년 이상, , , 2

수유를 한 군의 심혈관질환 심근경색 의 위험이 감소했다( ) 23% (HR 0.77, 95%

CI: 0.62-0.94).

등 은 노르웨이 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시작한 코호트Natland (2013) 20

연구이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년 이내인 자와 출산 전 당뇨병 과거력이 있. 1

는 자 심뇌혈관질환자를 제외한 여성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했다, 21,889 .

혼란변수를 보정했을 때 세 미만 경산부 중 모유수유를 실시하지 않은 군, 65

이 모유수유를 실시한 군에 비해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이 높게 나

타났으며 개월 이상 모유수유를 실시한 군(HR 2.86, 95% CI: 1.51-5.39), 24

대비 모유수유를 실시하지 않은 군의 심혈관질환 사망위험이 배 높았다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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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 이상에서는 모유수유를 실시한 군 대비 모(95% CI: 1.28-5.99). 65

유수유를 실시하지 않은 군과 미산부에서 심혈관질환 사망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등 은Peters (2016) 30∼ 세의 유럽 개국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70 10 ( , , , ,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영국 여성을 대상으로 시작, , , , , )

한 연구이다 혼란변수를 보정했을 때 경산부 중 모유수유를 실시한 여성이. ,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심혈관질환 관상동맥질환 의 발생위험이 낮았다( ) 29%

미산부에 비해 모유수유를 실시하지 않은 경(HR 0.71, 95% CI: 0.52-0.98).

산부의 심혈관질환 관상동맥질환 의 위험은 배 높았다( ) 1.58 (HR 1.58, 95% CI:

경산부 중 모유수유를 미실시한 군 대비 모유수유를 개월 실1.09-2.30). 0-3

시한 군은 27% (HR 0.73, 개월 실시한 군은95% CI: 0.60 0.89), 3-6 32%(– HR

0.68, 개월 실시한 군은95% CI: 0.56 0.83), 6-12 31%(– HR 0.69, 95% CI: 0.55

개월 실시한 군은0.87), 13-23 37%(– HR 0.63, 개월 이95% CI: 0.51 0.76), 23–

상 실시한 군은 38%(HR 0.62, 심혈관질환 발생의 위험이95% CI: 0.45 0.86)–

낮아졌다.

등 은 세의 중국 여성 중 심혈관질환 과거력이 있는 자Peters (2017) 35 79∼

를 제외한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했다 혼란변수를 보정 후 모유289,573 .

수유를 한 군과 모유수유를 하지 않은 군을 비교했을 때 심뇌혈관질환은

심혈관질환 관상동맥질환 은4%(HR 0.96, 95% CI: 0.95-0.97), ( ) 9% (HR 0.91,

95% CI: 0.84 0.99),– 뇌혈관질환(뇌졸중 은) 8%(HR 0.92, 95% CI: 0.85 0.99)–

발생 위험이 낮아졌다 개월 이상 수유를 한 경우에는. 24 심혈관질환 관상동맥(

질환) 발생 위험이 낮아졌으며18%(HR 0.82, 95% CI: 0.77-0.87) 뇌혈관질환

(뇌졸중 의 발생은 위험이 낮아졌다) 17%(HR 0.83, 95% CI: 0.79-0.87) . 모유

수유를 한 여성들 중 아이 명당 개월의 추가 모유수유는 심혈관질환 관상동1 6 (

맥질환 의 경우) 4%(HR 0.96, 95% CI: 0.94 0.98),– 뇌혈관질환(뇌졸중 의 경우)

발생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HR 0.97, 95% CI: 0.96 0.98) .–

등 은 호주의 세 이상의 경산부에 대한 연구이며 연구 시작Nguyen (2019)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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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내 심뇌혈관질환자는 제외한 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혼란변6 100,864 .

수를 보정했을 때, 모유수유를 한 군은 모유수유 하지 않은 군 대비 심뇌34%

혈관질환 사망의 위험이 낮았다 수유기간에(HR 0.66, 95% CI: 0.49, 0.89).

따른 위험도를 확인했을 때 모유수유를 미실시한 군 대비 개월 모유수유를0-6

실시한 군은 31%(HR 0.69, 개월 모유수유를 실시한95% CI: 0.51 0.94), 6-12–

군은 41%(HR 0.59, 심뇌혈관질환 사망의 위험이 낮았다95% CI: 0.41 0.84) .–

등 은 세 중국의 섬유산업노동자 중 비흡연자Gallagher (2011) 30 66∼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경산부 중 모유수유를 미실시한 군 대비259,494 .

모유수유를 개월 실시한 군은7-12 50%(HR 0.50, 개95% CI: 0.33 0.76), 13-24–

월 실시한 군은 33%(HR 0.67, 개월 실시한 군은95% CI: 0.46 0.97), 25-36–

47%(HR 0.53, 심혈관질환 사망의 위험이 낮았다 하지만95% CI: 0.36 0.79) .–

뇌혈관질환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우리나라 모유수유율의 변화3)

년 년 쇠퇴기(1) 1980 ~20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년부터 매 년 주기로 전국 출산력 및 가족1982 3

보건 복지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 조사에서 파악된 전국표본조사에 의한·

우리나라의 모유수유율은 년대부터 년까지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1982 2000

보였다 김승권 외 표( , 2006)( 1).

년대 도약기(2) 2000

년대 들어서는 년 유니세프에서 시작한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만들2000 1992

구 분 년1982 년1985 년1988 년1994 년1997 년2000

모유수유율(%) 68.9 59.0 48.1 11.4 14.1 10.2

표 우리나라 모유수유율 년1. (1982~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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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운동의 지속 이외에 정부와 기타 단체들의 새로운 모유수유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다 년 제정 시행이 시작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 2005 , ·

출산 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에서는 매 년마다 범국가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 5

립하여 저출산 대응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년2005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시작한 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방 직장 및(

공공시설 내 모유수유실 설치사업 보건소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등이 새롭) ,

게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정부 그밖에 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 2014). 2006

출산 친화적 직장문화 형성을 위한 공공부문 경진대회 년 유니세프에서, 2007

시작한 엄마에게 친근한 일터 모유수유 권장기업 선정 등이 있다 이러한 사( ) .

업들과 더불어 년부터 년까지는 모유수유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2000 2009

다 그림( 1).

그림 우리나라 완전모유수유율 년1. (2000~2009 )

년대 재감소기(3) 2010

년대 증가했던 모유수유율은 년대는 다시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림2000 2010 (

표 제 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모유수유에 관한 추가 정2; 2).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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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찾아볼 수 없었었고 대한민국정부 대한민국정부 산후조리( , 2014; , 2019)

원 이용률도 증가가 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모유수유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 산모들은 가 병의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분만을 하고 있는데99.8%

출산 후 병원 같은 방에서 아기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하루 평균 분 약114.8 (

시간 이다 최은진 년 기준 우리나라 산모의 가 산후조1.91 ) ( , 2017). 2017 75.1%

리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출산 후 평균 주간 이용하는데 산후조리원에서 항상2

모자동실을 한 산모는 에 불과했다 이소영 등 반면 시간 모자1.3% ( , 2018). , 24

동실경험률이 미국은 영국은 아일랜드는 로 조사되었다73.8%, 89.0%, 95.9%

최은진( , 2017).

우리나라는 완전모유수유율이 다른 국가와 달리 생후 주가 아닌 생후1 2,3

주가 되면 더욱 높아지는데 이는 제왕절개 분만율이 높고 병원분만과 산후조

리원 이용이 보편화되었으며 모자동실을 운영률이 낮기 때문임을 간과할 수

없다 김혜련( , 2013).

그림 우리나라 완전모유수유율 년2. (2012~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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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2018 . .∼

구 분
완전모유수유율(%)

년2000 년2003 년2006 년2009 년2012 년2015 년2018

생후 주1 43.9 59.4 58.9 73.0 26.7 23.9 16.1

생후 주2 46.1 56.7 58.4 72.0 53.0 50.1 36.5

생후 주3 43.9 53.2 57.3 70.8 59.1 55.3 40.3

개월1 40.7 50.6 57.9 70.4 58.7 55.6 40.4

개월2 35.2 45.6 51.9 65.6 56.7 52.6 36.6

개월3 29.3 40.8 49.6 61.2 55.0 50.3 34.5

개월4 22.1 34.1 43.4 57.0 50.0 50.3 34.5

개월5 14.9 30.6 37.3 49.4 40.5 40.6 26.4

개월6 9.5 29.5 26.8 36.2 32.3 28.8 14.9

표 우리나라 세 유배우 부인의 출산아 월령별 완전모유수유율 추이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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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3.

본 연구는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rean Genome and Epidemiology

코호트 연구를 통하여 모유수유 기간과 모성의 심뇌혈관질환Study, KoGES)

사망위험과의 관계를 구명하여 모유수유 장려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가진다.

첫째 우리나라 여성들을 대상으로 모유수유 기간을 미산부 미실시 경산, ( ) , (

부 미실시 개월 개월 개월 개월 이상의 개 군으로 나누고) , 1-6 , 7-12 , 13-24 , 25 6

이에 따른 특성과 생존여부에 따른 특성을 알아본다.

둘째 모유수유 기간과 모유수유 유무에 따른 전체사망 심뇌혈관질환사망, , ,

심혈관질환과 뇌혈관질환 사망의 위험도를 각각 분석한다.

셋째 하위집단 분석을 시행하여 모유수유 기간에 따른 전체사망 심뇌혈관, ,

질환 사망 심혈관질환 사망 뇌혈관질환 사망의 위험도를 분석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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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Ⅱ

연구모형 틀1. ( )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농촌 도시 코호트 대상 중 여성(KoGES) ,

미산부

수유

미실시

경산부

수유

미실시

경산부

수유

개월1-6

경산부

수유

개월7-12

경산부

수유

개월13-24

경산부

수유

개월25 -

검정x²

모유수유 기간에 따른 일반적 특성

생존 여부에 따른 일반적 특성

Kaplan-Meier survival curves

Log rank test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전체사망 심뇌혈관질환사망 심혈관질환사망 뇌혈관질환사망, , ,

연령Model 1:

월 평균 수입 교육 수준 지역 음주경험 흡연경험Model 2: Model1 + , , , ,

체질량지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Model 3: Model2 + , , ,

초경 연령 첫 자녀출산 시 연령 출산 자녀수Model 4: Model3 + , ,

그림 연구의 틀3.

EXPOSURE

모유수유

OUTCOME

전체사망

심뇌혈관질환사망

연령,

월평균수입 교육수준 지역 음주 흡연, , , , ,

체질량지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 , ,

초경연령 첫 자녀출산연령 출산자녀수, ,

CONFOUNDER

그림 연구의 모형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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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2.

본 연구는 질병관리청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rean Genome and

과 통계청 사망자료를 연계하여 분석하였으며 연Epidemiology Study, KoGES) ,

세의료원 연구심의위원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의 승인을 받았다(IRB)

(Y-2020-0238).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1) (Korean Genome and Epidemiology Study, KoGES)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이하(Korean Genome and Epidemiology Study,

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구축한 대규모 코호트이다 당뇨KoGES) .

병 고혈압 비만 대사증후군 고지혈증 골다공증 심혈관질환 등과 관련된, , , , , ,

보건 생체지표를 개발하고 질병 위험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수집된, . ,

역학 자료와 생체시료를 이용하여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며

과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맞춤 예방의학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반자료를 제공

하여 국민보건 향상 도모를 하고자 한다 년부터 약 만 천여 명 규모. 2001 23 5

의 기반조사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년 주기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4

(Kim et al., 2017).

세 이상 일반인구 집단을 대상자로 한 일반인기반 코40 (population-based)

호트와 만성질환의 유전 환경 상호작용 위험요인 규명을 위하여 구축한 유전- -

환경 모델 코호트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인 기반코호트는(gene-environment) .

지역사회기반 코호트 안산 안성 도시기반 코호트 농촌기반 코호트로 구성( , ), ,

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 기반코호트 중 모유수유에 관한 변수를 포

함하고 있는 도시기반 코호트와 농촌기반 코호트를 활용했다 도시기반 코호.

트는 년부터 년까지 기반조사가 실시되었으며 명이 참여하였2004 2013 173,205

고 농촌기반 코호트는 년부터 년까지 기반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05 2011

명이 참여하였다 질병관리청28,337 ( , 2021).

본 연구는 기반조사 통합자료 지역사회 도시 농촌기반 기반조사 통KoGE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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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데이터 셋을 기본으로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통합자료는 개의 변수만을) 201

포함하고 있어 연구의 중요변수인 출산자녀수 모유수유 유무 모유수유 기, ,

간 심뇌혈관질병력 교육수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 정보들, ,

은 도시기반 코호트와 농촌기반 코호트의 기반자료의 변수를 추가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3).

사망원인자료 연계 및 구성2)

의 추적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위험요인 특성별 사망위험 분석을 위하KoGES

여 통계청 사망자료와 코호트 자료의 연계에 대한 연구자들의 요구가 증가하

게 되어 최초에는 년까지 누적된 통계청 사망 원인 자료와 연계를 시켰으2015

며 이후 지속적으로 최신화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년 월까지의 사망원. 2019 12

인 자료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사망원인자료는 사망일자와 사망원인코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KCD-7)

기준 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망원인코드는 분류기준 중 소분류로 민감] , KCD-7 ,

한 사인의 경우 그룹화되어 중분류로 분류되어 있다 만약 원사인. (underlying

코드가 외인에 의한 사망 사고사 등 인 경우 세부 사인 코드cause of death) ( )

를 추가해 사망원인코드 로 구분된다 정은주 등 대한보건의료정보1,2 ( , 2018;

관리사협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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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호트명 조사 구분 조사연도 참여자 명( ) 모유수유정보

지역사회

기반

안산( ·

안성)

기반 년'01~'02 10,030 ×

차 추적1 년'03~'04 8,603 ×

차 추적2 년'05~'06 7,515 ○

차 추적3 년'07~'08 6,688 ○

차 추적4 년'07~'08 6,665 ○

차 추적5 년'11~'12 6,238 ○

차 추적6 년'13~'14 5,906 ○

차 추적7 년'15~'16 6,318 ×

차 추적8 년'17~'18 6,157 ×

도시기반

기반 년'04~'13 173,205 ○

차 추적 예비1 ( ) 년'07~'11 4,606 ×

차 추적1 (CAPI) 년'12~'16 65,614 ○

농촌기반

기반 년'05~'11 28,337 ○

차 추적1 년'07~'14 12,463 ○

차 추적2 년'08~'16 11,399 총수유기간미포함

차 추적3 년'11~'16 6,423 총수유기간미포함

차 추적4 년'14~'16 1,449 ×

기반조사 통합자료KoGES

지역사회 도시 농촌기반 기반조사 통합( , , )
211,572 ×

추적조사 통합자료KoGES

지역사회 기반조사 차 추적조사 통합( -8 )
10,030 수유기간미포함

표 일반인기반 코호트 조사현황 년 월 기준3. KoGES ('2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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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3.

이 연구는 일반인기반 코호트 중 도시 농촌 코호트 기반조사에 참여KoGES ,

한 여성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임신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인원131,460 .

명 과 모유수유정보가 없거나 입력오류가 있는 인원 명 심뇌혈관(618 ) (4,978 ),

질환 과거력이 있거나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인원 명 혼란변수가 결(12,622 ),

측된 인원 을 제외하여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가 있으며 심혈뇌혈관질(28,584)

환 과거력이 없으며 혼란변수가 결측되지 않은 인원 명을 대상으로 하84,658

였다 통계청 사망원인 자료 연계한 후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와.

사망자료 연계 및 제 자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참여자는 제외 명3 (14,865 )

하여 최종 연구 대상자는 명이다 그림69,793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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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농촌코호트KoGES ,

기반조사 참여 여성

N=131,460

농촌 명113,944

도시 명17,516

임신 정보 미포함

명 제외618

N=130,842

경산부 명: 126,821

미산부 명: 4,021

모유수유 정보

미입력 입력오류,

명 제외4,978

N=125,864

경산부 모유수유 실시자 명: 106,198

경산부 모유수유 미실시자 명: 15,645

미산부 명: 4,021

심뇌혈관질환

정보 미확인 과거력,

명 제외12,622

N=113,242

경산부 모유수유 실시자 명: 94,698

경산부 모유수유 미실시자 명: 14,764

미산부 명: 3,780

혼란변수 결측자

명 제외28,584

N=84,658

경산부 모유수유 실시자 명: 70,109

경산부 모유수유 미실시자 명: 11,664

미산부 명: 2,885

통계청 사망자료 미연계

명 제외14,865

최종 연구 대상자

N=69,793

경산부 모유수유 실시자 명: 57,338

경산부 모유수유 미실시자 명: 9,907

미산부 명: 2,548

그림 연구 대상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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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의 선정4.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변수는 모유수유 기간 사망여부 생존기간 연령, , , ,

월 평균 수입 교육수준 지역 음주경험 흡연경험 체질량지수 고혈압 질, , , , , ,

병력 당뇨병 질병력 고지혈증 질병력 초경연령 첫 자녀 출산 시 연령 자, , , , ,

녀수 이다 표, ( 4).

모유수유1)

아이에게 젖 모유 을 먹인 적이 있습니까 라는 문항에 응답한 대상자“ ( ) ?”

중 모유수유 기간이 확인 가능한 자를 연구대상자로 선정했다 모유수유 기간.

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Schwarz et al., 2009; Gallagher et al., 2011;

Natland et al., 2013) 미산부 미실시 경산부 미실시 개월 개월( ) , ( ) , 1-6 , 7-12 ,

개월 개월 이상의 개 군으로 분류했다13-24 , 25 6 .

미산부2)

임신을 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문항에 응답한 대상자 중 아니오 라고“ ?” “ ”

응답한 대상자를 미산부로 정의하였으며 미산부는 모유수유 미실시자로 가정

하였다.

3) 사망분류

통계청 제 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에 따라 전체사망은 로7 (KCD-7) A00-U98 ,․

심혈관질환 사망은 허혈심장질환 과 기타 형태의 심장병 으(I20-I25) (I30-I52)

로 뇌혈관질환 사망은 뇌혈관질환 으로 정의했다 사망자료가 연계, (I60-I69) .

된 시점인 년 월까지를 관찰기간으로 정했다 통계청 대한보건의2019 12 ( , 2020;

료정보관리사협회, 2020).

(1) 생존여부

통계청 사망원인자료에 따라 심혈관질환 사망 뇌혈관질환 사망을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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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변수를 생성하였으며 관찰기간까지 생존한 대상자는 중단(Censored)

자료로 분류했다.

(2) 생존기간

조사 시작일부터 사망일까지는 생존 기간으로 하였으며 관찰 기간 종료 이

후까지 생존한 자료는 중단 자료로 조사 시작일부터 관찰종료일까(Censored)

지를 생존기간으로 계산했다 통계청 사망원인자료는 사망 연도 와. ‘ (Year)’

월 만 제공하므로 본 연구에서 일 은 매월 마지막 날로 정‘ (Month)’ ‘ (Day)’

하였다.

연령4)

연속변수로 측정된 자료를 대부터 대까지는 세 단위로 범주화하였으40 60 10

며 대 대는 미만의 변수가 있어 질병관리청 유전체역학과 분석실에서70 , 80 5

반출할 수 없기 때문에 대 이상으로 연령을 통합하여 분석하였다70 .

월 평균 수입5)

에서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미만은 빈곤층 는 중산층OECD 75% , 75-200% ,

초과는 상류층으로 분류하는데 년 우리나라 가구의 중위소득은 연200% 2019

만원으로 월 만원 미만은 빈곤층 월 만원 만원 중산층4,652 , 290 , 290 -775 , 775

만원 초과를 상류층으로 나눌 수 있다 통계청 기반조사(OECD, 2019; , 2020).

자료에는 월 평균 수입이 총 개 범주로 조사되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기8 OECD

준에 따라 만원 미만을 빈곤층 만원 이상을 중상류층으로 구분하여 총300 , 300

가지로 재범주화하여 독립변수로 활용했다2 .

교육수준6)

자료원에서는 교육수준이 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선KoGES 8

행연구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미만 무학 초졸 중졸 고등학교 졸업 대학( · · ), .

교 졸업 이상 가지로 재범주화하여 활용했다3 (Nguye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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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7)

코호트의 조사지역에 따라 도시와 농촌으로 나누었으며 도시코호트의 조사

지역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울산 경기안양 경기고양 경기성남, , , , , , , , ,

강원춘천 충남천안 전남화순 경남창원이며 농촌코호트의 조사지역은 경기, , , ,

양평 경북고령 전남남원 강원원주 강원평창 인천강화이다, , , , , .

음주 흡연경험8) ,

생활습관 중 음주와 흡연경험은 심뇌혈관질환에 영향을 미치나 생활에서 조

정 가능한 요인으로 기반조사에서는 미실시 과거 실시 현재 실시하는KoGES , ,

개의 군으로 나누어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군으로 나누어 분석할 경3 . 3

우 미만의 변수가 있어 질병관리청 유전체역학과 분석실 반출제한 경험 없5 ( )

음과 있음 개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2 .

체질량지수9)

비만은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을 가량 높이며 체질량지수는 체지방량과50%

상관관계가 높아 가장 널리 활용되는 비만 측정 수치이다 대한비만학회에서.

18.5kg/m
2
미만은 저체중, 18.5kg/m

2
이상-23kg/m

2
미만은 정상체중, 23kg/m

2

이상-25kg/m
2
미만은 과체중, 25kg/m

2
이상은 비만으로 정의하고 있다 대한비(

만학회 본 연구에서는 개 군으로 나누어 분석할 경우 미만의 변수, 2018). 4 5

가 있어 질병관리청 유전체역학과 분석실 반출제한 저체중과 정상체중의 변( )

수를 통합하여 총 개군 저체중 및 정상체중 과체중 비만 으로 범주화하여3 ( , , )

분석하였다.

질병력10)

심뇌혈관질환 사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여, ,

부를 포함했으며 과거 질병의 진단 여부에 대해서는 자가 보고한 자료를 활용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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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은 과거 고혈압 진단을 받았거나 수축기 혈압이 이상이거나140mmHg

이완기 혈압이 이상인 자로 정의하였고90mmHg (Unger, 2020) 당뇨병은 과거

당뇨병을 진단받았거나 공복혈당이 이상인 자로 정의하였으며126mg/dL

(Association AD, 2017) 고지혈증은 과거 고지혈증을 진단 받았거나 총콜레스

테롤이 이상인 자로 정의하였다200mg/dL (Myerson, 2018; KSoLAR, 2020).

여성력11)

초경연령 첫 자녀 출산 시 연령 자녀수를 변수에 포함시켰다 초경 및 첫, , .

자녀 출산 시 연령은 중앙값에 따라 두 군으로 나누어 분석했고 자녀수는 0-2

명 명 이상의 개 군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미산부의 첫 자녀 출산 시 연령, 3 2 .

은 세 미만으로 자녀수는 명으로 코딩했다2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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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변 수

독

립

변

수

인구

사회

학적

연령
조사당시 만 나이

세 세 세 세 이상40-49 , 50-59 , 60-69 , 70

월 평균 수입 빈곤층 만원 미만 중상류층 만원 이상(300 ), (300 )

교육수준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이상· · , ,

지역 도시 농촌,

건강

관련

요인

생활

습관

음주경험 없음 있음,

흡연경험 없음 있음,

체질량지수

BMI=kg/m
2

저체중 및 정상체중(23kg/m
2
미만),

과체중(23kg/m2이상-25kg/m2미만),

비만(25kg/m
2
이상)

질

병

력

고혈압 없음 있음,

당뇨병 없음 있음,

고지혈증 없음 있음,

여성력

관련

요인

초경 연령 세 미만 세 이상15 , 15

첫 자녀

출산 시 연령
세 미만 세 이상26 , 26

자녀수 명 명 이상0-2 , 3

모유수유 기간

미산부 미실시( ) ,

경산부 미실시( ) ,

개월1-6 ,

개월7-12 ,

개월13-24 ,

개월 이상25

종속변수

사망여부 Event, Censored

생존기간

관찰기간( )
조사일부터 사망일까지 기간

표 연구변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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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방법5.

첫째 대상자들의 모유수유 기간 및 생존여부에 따라 집단 간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임상적 특성 비교를 위해 카이제곱검정을 시행했다 연속형 변수일 때는.

분산분석 및 검정을 시행했다T .

둘째 모유수유 기간에 따른 전체사망 심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과 뇌혈관, , ,

질환의 생존율을 추정하기 위해 카플란 마이어 생존곡선(Kaplan-meier Curve,

누적한계추정법 을 생존 여부에 따른 생존 기간에 차이가 있는지 검정하기) ,

위해 로그 순위 검정 을 실시했다 콕스비례 위험 모형- (Log-rank Test) . (Cox

을 통해 모유수유가 전체사망 심뇌혈관질환 심Proportional Hazard Model) , ,

혈관질환과 뇌혈관질환 사망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

른 위험요인에 대해 보정 변수로 적용하여 비교 분석했다 에서는 연. Model 1

령을 보정하고 에서는 연령을 포함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정하고, Model 2

에서는 에 건강관련요인을 보정하고 에서는 에Model 3 Model 2 Model 4 Model 3

여성력 변수들을 보정하여 최종모형으로 분석했다.

셋째 하위집단 분석을 시행하여 모유수유 기간에 따른 전체사망 심뇌혈관, ,

질환 사망 심혈관질환 사망 뇌혈관질환 사망의 위험도를 분석했다, , .

모든 분석은 프로그램을 이용했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의 경SAS 9.4 , p<0.05

우 유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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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Ⅲ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세이며 연령별 분포는 대가 대가52.41 , 40 38.06%, 50

대가 대 이상이 였다 월 평균 수입은 만원 미41.23%, 60 19.45%, 70 1.26% . 300

만 빈곤층 이 만원 이상 중상류층 이 였으며 교육수준은 중( ) 33.10%, 300 ( ) 66.90%

졸이하가 고졸이 대졸이상이 였다 도시지역 코호트35.19%, 38.91%, 25.89% .

참여자가 농촌지역 코호트 참여자가 였다 음주경험은 없음이97.97%, 2.03% .

있음이 였으며 흡연경험은 없음이 로 대부분을 차지했으66.28%, 33.72% 96.62%

며 흡연을 경험한 경우는 였다 평균 체질량지수는3.38% . 23.58kg/m
2
이었으며

3kg/m
2
미만 저체중 및 정상체중 이 로 가장 많았으며( ) 45.57% , 25kg/m

2
이상 비만( )

28.15%, 23kg/m
2
이상-25kg/m

2
미만 과체중 순이었다 연구 대상자 중( ) 26.28% .

고혈압은 당뇨병은 고지혈증은 가 해당되었다 초경연24.23%, 6.32%, 51.33% .

령은 세 이상 세 이하 였으며 첫 자녀 출산 시 연령은15 60.81%, 15 39.19% 26

세 미만 세 이상 였다 평균 명의 자녀를 출산했으며 자50.23%, 26 49.77% . 2.22

녀를 출산하지 않은 경우가 명 명 명 명3.65%, 1 10.46%, 2 57.40%, 3 20.58%, 4

이상 였다 모유수유를 실시한 인원은 실시하지 않은 인원은7.92% . 82.15%,

였다 모유수유 기간은 평균 개월이었으며 미산부 미실시17.85% . 20.45 ( ) 3.67%,

경산부 미실시 개월 개월 개월( ) 14.29%, 1-6 13.60%, 7-12 13.04%, 13-24

개월 이상 였다 표28.40%, 25 26.83%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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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N

%
mean±SD

연령

mean±SD 52.41±7.96

세40-49 26,565 38.06

세50-59 28,774 41.23

세60-69 13,574 19.45

세 이상70 880 1.26

월 평균 수입
빈곤층 23,099 33.10

중상류층 46,694 66.90

교육수준

중졸이하 24,563 35.19

고졸 27,159 38.91

대졸이상 18,071 25.89

지역
도시 68,376 97.97

농촌 1,417 2.03

음주경험
없음 46,256 66.28

있음 23,537 33.72

흡연경험
없음 67,433 96.62

있음 2,360 3.38

체질량지수

(BMI=kg/m
2
)

mean±SD 23.58±2.95

저체중 및 정상체중 31,804 45.57

과체중 18,342 26.28

비만 19,647 28.15

고혈압
아니오 52,883 75.77

예 16,910 24.23

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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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N

%
mean±SD

당뇨병
아니오 65,379 93.68

예 4,414 6.32

고지혈증
아니오 33,970 48.67

예 35,823 51.33

초경 연령

mean±SD 15.12±1.78

세 미만15 27,355 39.19

세 이상15 42,438 60.81

첫 자녀

출산 시 연령

mean±SD 24.91±5.88

세 미만26 35,056 50.23

세 이상26 34,737 49.77

출산

자녀수

mean±SD 2.22±0.96

명0-2 49,906 71.51

명 이상3 19,887 28.49

모유수유여부
아니오 12,455 17.85

예 57,338 82.15

모유수유 기간

mean±SD 20.45±22.08

미산부 미실시( ) 2,548 3.65

경산부 미실시( ) 9,907 14.19

개월1-6 9,430 13.51

개월7-12 9,042 12.96

개월13-24 19,822 28.40

개월 이상25 19,044 27.29

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계속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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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 기간에 따른 일반적 특성2.

연구대상자를 모유수유 기간에 따라 개의 군으로 분류했으며 집단별 인구6 ,

사회학적 건강관련 여성관련 요인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 ,

을 실시하였다(Chi-square test) .

모유수유 기간에 따른 연령 월 평균 수입 교육수준 지역 음주경험 흡, , , , ,

연경험 체질량지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질병력 초경연령 첫 자녀, , , , , ,

출산 시 연령 출산 자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표(p<0.0001)( 6).

대 중 개월 이상 모유수유를 실시한 그룹이 로 가장 많았으며50 25 11.18% ,

대 중 개월 모유수유를 실시한 경우 대 경산부 중 모유수유를40 1-6 8.55%, 40

실시하지 않은 군이 로 뒤를 이었다8.17% .

빈곤층과 중상층 모두 개월 이상 수유한 군이 각각 로 가25 14.46%, 12.83%

장 많았다.

중졸 이하와 고졸 그룹에서는 개월 이상 모유수유 실시한 군이25 17.61%,

로 각각 가장 많았으나 대졸 이상의 그룹에서는 개월 모유수유를 실7.32% 1-6

시한 사람이 로 가장 많았다6.33% .

도시 거주자의 경우 개월 이상 모유수유한 군이 가장 많았으며25 (26.19%)

그 다음으로 경산부 미실시군 개월 모유수유군 개(14.01%), 1-6 (13.39%), 7-12

월 모유수유군 순이었다(12.79%) .

음주경험이 있는 군과 없는 군 모두 개월 이상 모유수유한 사람이 가장25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흡연경험으로 나누었을 때는 흡연경(20.00%, 7.29%)

험이 있는 군에서는 경산부 모유수유 미실시군 이 가장 많은 반면 흡(0.68%) ,

연 경험이 없는 군에서는 개월 이상 모유수유를 실시한 군 의 비율25 (26.63%)

이 가장 높았다.

모유수유 기간에 따른 체질량지수관련 요인의 특성은 저체중 및 정상체중이

며 개월 모유수유 실시한 군이 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13-2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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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이며 개월 이상 모유수유 실시한 군이 과체중이며 개월 이상25 10.48%, 25

모유수유 실시한 군이 로 많았다7.95% .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변수에서는 질병력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개월, , 25

이상 수유한 군이 가장 많았다.

초경연령이 세 미만인 경우는 개월 모유수유한 사람이 로 가장15 1-6 7.36%

많았으며 경산부 중 모유수유 미실시한 사람이 로 그 뒤를 이었다 세7.35% . 15

이상에서 초경을 한 군에서는 개월 이상 모유수유를 실시한 사람이25 20.60%

로 가장 많았다.

첫 자녀 출산 시 연령이 세 미만인 경우는 개월 이상 모유수유26 25

개월 모유수유 순으로 나타났으나 세 이상에서 첫 출(19.30%), 7-12 (5.13%) 26

산을 한 군에서는 경산부 중 모유수유 미실시 개월 모유수유(10.52%), 1-6

순이었다(9.98%) .

출산 자녀가 명 미만일 경우에는 개월 수유한 사람이 로 가장2 13-24 24.73%

많았으며 명 이상 출산을 한 경우는 개월 이상 모유수유한 사람이, 3 25 20.30%

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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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모유수유 기간 월( )

Total
미산부( )
미실시

경산부( )
미실시

1-6 7-12 13-24 25≦

N(%) N(%) N(%) N(%) N(%) N(%) N(%)

연

령

40-49
26,565 1,485 5,704 5,967 4,365 2,902 2,558

38.06 2.13 8.17 8.55 6.25 4.16 3.67

50-59
28,774 778 3,340 2,910 3,733 2,747 7,803

41.23 1.11 4.79 4.17 5.35 3.94 11.18

60-69
13,574 272 826 540 917 586 7,981

19.45 0.39 1.18 0.77 1.31 0.84 11.44

70≦
880 13 37 13 27 19 702

1.26 0.02 0.05 0.02 0.04 0.03 1.01

월

평

균

수

입

빈곤층
23,099 1,024 1,986 1,597 2,184 1,520 10,091

33.1 1.47 2.85 2.29 3.13 2.18 14.46

중상층
46,694 1,524 7,921 7,833 6,858 4,734 8,953

66.9 2.18 11.35 11.22 9.83 6.78 12.83

교

육

수

준

≦
중졸

24,563 330 1,429 1,015 2,093 1,541 12,289

35.19 0.47 2.05 1.45 3.00 2.21 17.61

고졸
27,159 741 4,305 3,996 4,249 3,03 5,106

38.91 1.06 6.17 5.73 6.09 4.34 7.32

대졸
≦

18,071 1,477 4,173 4,419 2,700 1,681 1,649

25.89 2.12 5.98 6.33 3.87 2.41 2.36

지

역

도시
68,376 2,509 9,778 9,344 8,924 6,169 18,281

97.97 3.59 14.01 13.39 12.79 8.84 26.19

농촌
1,417 39 129 86 118 85 763

2.03 0.06 0.18 0.12 0.17 0.12 1.09

표 6. 모유수유 기간에 따른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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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모유수유 기간 월( )

Total
미산부( )
미실시

경산부( )
미실시

1-6 7-12 13-24 25≦

N(%) N(%) N(%) N(%) N(%) N(%) N(%)

음

주

경

험

없음
46,256 1,599 6,308 5,596 5,584 3,988 13,959

66.28 2.29 9.04 8.02 8.00 5.71 20.00

있음
23,537 949 3,599 3,834 3,458 2,266 5,085

33.72 1.36 5.16 5.49 4.95 3.25 7.29

흡

연

경

험

없음
67,433 2,342 9,432 9,029 8,736 6,074 18,587

96.62 3.36 13.51 12.94 12.52 8.70 26.63

있음
2,360 206 475 401 306 180 457

3.38 0.30 0.68 0.57 0.44 0.26 0.65

체

질

량

지

수

저체중

정상/

31,804 1,513 5,294 5,495 4,685 8,639 6,178

45.57 2.17 7.59 7.87 6.71 12.38 8.85

과체중
18,342 505 2,325 2,157 2,247 1,688 5,549

26.28 0.72 3.33 3.09 3.22 2.42 7.95

비만
19,647 530 2,288 1,778 2,110 1,558 7,317

28.15 0.76 3.28 2.55 3.02 2.23 10.48

고

혈

압

아니오
52,883 2,118 8,084 8,090 7,364 5,062 12,148

75.77 3.03 11.58 11.59 10.55 7.25 17.41

예
16,910 430 1,823 1,340 1,678 1,192 6,896

24.23 0.62 2.61 1.92 2.40 1.71 9.88

당

뇨

병

아니오
65,379 2,447 9,447 9,111 8,656 5,948 17,063

93.68 3.51 13.54 13.05 12.40 8.52 24.45

예
4,414 101 460 319 386 306 1,981

6.32 0.14 0.66 0.46 0.55 0.44 2.84

표 6. 모유수유 기간에 따른 일반적 특성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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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모유수유 기간 월( )

Total
미산부( )
미실시

경산부( )
미실시

1-6 7-12 13-24 25≦

N(%) N(%) N(%) N(%) N(%) N(%) N(%)

고

지

혈

증

아니오
33,970 1,271 5,260 5,186 4,649 3,207 8,164

48.67 1.82 7.54 7.43 6.66 4.60 11.70

예
35,823 1,277 4,647 4,244 4,393 3,047 10,880

51.33 1.83 6.66 6.08 6.29 4.37 15.59

초

경

연

령

<15
27,355 1,428 5,132 5,138 3,907 2,644 4,664

39.19 2.05 7.35 7.36 5.60 3.79 6.68

15≦
42,438 1,120 4,775 4,292 5,135 3,610 14,380

60.81 1.60 6.84 6.15 7.36 5.17 20.60

첫

출

산

연

령

<26
35,056 - 2,566 2,464 3,580 2,728 13,470

50.23 - 3.68 3.53 5.13 3.91 19.30

26≦
34,737 - 7,341 6,966 5,462 3,526 5,574

49.77 - 10.52 9.98 7.83 5.05 7.99

출

산

자

녀

수

0-2
49,906 2,548 8,775 8,553 7,894 17,257 4,879

71.51 3.65 12.57 12.25 11.31 24.73 6.99

3≦
19,887 - 1,132 877 1,148 2,565 14,165

28.49 - 1.62 1.26 1.64 3.68 20.30

표 6. 모유수유 기간에 따른 일반적 특성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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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여부에 따른 일반적 특성3.

연구대상자 명 중 총 명이 사망했으며 생존여부에 따른 일반적69,793 1,083

특성은 표 과 같다 고지혈증7 . (p= 이외에 모든 변수들은 통계적으로0.8842)

유의했다(p<0.05).

모유수유 개월 이상 개월 경산부 미실시25 (0.74%), 13-24 (0.34%), ( ) (0.15%),

개월 개월 미산부 미실시 순으로 사망자가7-12 (0.14%), 1-6 (0.10%), ( ) (0.07%)

많았으며 도시지역 거주자 흡연경험 없는 자 당뇨병이 없는(1.50%), (1.46%),

자 음주 경험 없는 자 초경연령 세 이상인 자 순(1.32%), (1.13%), 15 (1.12%)

으로 사망자의 비율이 높았다.

변수
Total 사망 생존

p-value
N(%) N(%) N(%)

모유수유

기간

미산부 미실시( )
2,548 49 2,499

<.0001

3.65 0.07 3.58

경산부 미실시( )
9,907 108 9,799

14.19 0.15 14.04

개월1-6
9,430 72 9,358

13.51 0.10 13.41

개월7-12
9,042 100 8,942

12.96 0.14 12.81

개월13-24
19822 240 19582

28.40 0.34 28.06

개월 이상25
19,044 514 18,530

27.29 0.74 26.55

표 생존여부에 따른 일반적 특성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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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Total 사망 생존

p-value
N(%) N(%) N(%)

연령

세40-49
26,565 195 26,370

<.0001

38.06 0.28 37.78

세50-59
28,774 332 28,442

41.23 0.48 40.75

세60-69
13,574 468 13,106

19.45 0.67 18.78

세 이상70
880 88 792

1.26 0.13 1.13

월평균

수입

빈곤층
23,099 574 22,525

<.0001
33.10 0.82 32.27

중상류층
46,694 509 46,185

66.90 0.73 66.17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4,563 595 23,968

<.0001

35.19 0.85 34.34

고졸
27,159 327 26,832

38.91 0.47 38.45

대졸 이상
18,071 161 17,910

25.89 0.23 25.66

지역

도시
68,376 1,046 67,330

0.0016
97.97 1.50 96.47

농촌
1,417 37 1,380

2.03 0.05 1.98

표 생존여부에 따른 일반적 특성 계속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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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Total 사망 생존

p-valueN
%

N
%

N
%

음주

경험

없음
46,256 787 45,469

<.0001
66.28 1.13 65.15

있음
23,537 296 23,241

33.72 0.42 33.30

흡연

경험

없음
67,433 1,022 66,411

<.0001
96.62 1.46 95.15

있음
2,360 61 2,299

3.38 0.09 3.29

체질량

지수

저체중

정상체중/

31,804 414 31,390

<.0001

45.57 0.59 44.98

과체중
18,342 289 18,053

26.28 0.41 25.87

비만
19,647 380 19,267

28.15 0.54 27.61

고혈압

아니오
52,883 653 52,230

<.0001
75.77 0.94 74.84

예
16,910 430 16,480

24.23 0.62 23.61

당뇨병

아니오
65,379 924 64,455

<.0001
93.68 1.32 92.35

예
4,414 159 4,255

6.32 0.23 6.10

표 생존여부에 따른 일반적 특성 계속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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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Total 사망 생존

p-valueN
%

N
%

N
%

고지혈증

아니오
33,970 530 33,440

0.8842
48.67 0.76 47.91

예
35,823 553 35,270

51.33 0.79 50.54

초경

연령

세 미만15
27,355 299 27,056

<.0001
39.19 0.43 38.77

세 이상15
42,438 784 41,654

60.81 1.12 59.68

첫 자녀

출산 시

연령

세 미만26
35,056 679 34,377

<.0001
50.23 0.97 49.26

세 이상26
34,737 404 34,333

49.77 0.58 49.19

출산

자녀수

명0-2
49,906 553 49,353

<.0001
71.51 0.79 70.71

명 이상3
19,887 530 19,357

28.49 0.76 27.73

표 생존여부에 따른 일반적 특성 계속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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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유수유 기간에 따른 사망위험

카플란 마이어 생존분석 누적한계추정법 을 통하여 모유수유 기간에 따른- ( )

전체사망 심뇌혈관질환사망 심혈관질환사망 뇌혈관질환사망을 확인했으며, , ,

누적발생그래프는 그림 그림 그림 그림 와 같다6, 7, 8, 9 .

모유수유 기간별 사망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전체사망은

심뇌혈관질환사망은 심혈Log-rank test p<0.0001, Log-rank test p<0.0001,

관질환사망은 뇌혈관질환사망은Log-rank test p<0.0007, Log-rank test

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전체사망 심뇌혈관질환사망 심혈관질환p<0.0003 . , , ,

사망 뇌혈관질환사망의 사망률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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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모유수유 기간에 따른 전체사망의 누적발생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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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모유수유 기간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사망의7. 누적발생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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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모유수유 기간에 따른 심혈관질환사망의 누적발생그래프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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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모유수유 기간에 따른 뇌혈관질환사망의 누적발생그래프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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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에 따른 사망 위험도5.

모유수유에 따른 사망 위험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콕스비례위험모형 분석을

실시했다 에서는 연령을 보정하였으며 에서는 연령과 인구사. Model 1 , Model 2

회학적 요인인 월평균수입 교육수준 지역과 생활습관 요인인 음주경험 흡, , ,

연경험을 보정하였다 에서는 의 요인과 건강관련 요인인 체질. Model 3 Model 2

량지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질병력을 추가 보정하였다 에서는, , , . Model 4

의 요인과 여성력 관련 요인인 초경연령 첫 자녀출산 시 연령 출산Model 3 , ,

자녀수를 추가하여 보정하였다 표 모유수유의 기준집단은 경산부 중 미실( 8).

시군으로 종속변수는 전체사망 심뇌혈관질환 사망 심혈관질환 사망 뇌혈, , , ,

관질환 사망으로 분석하였다.

구 분 통제요인

Model 1 연령

Model 2 월 평균 수입 교육 수준 지역 음주 흡연Model 1 + , , , ,

Model 3 체질량지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Model 2 + , , ,

Model 4 초경연령 첫 자녀 출산 시 연령 출산 자녀수Model 3 + , ,

표 통제모형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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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 기간에 따른 전체사망 위험분석1)

모유수유 기간에 따른 전체사망 위험을 분석한 결과 혼란변수를 보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경산부 중 모유수유를 미실시한 군 대비 미산부는 배2.04

개월 이상 모유수유한 군은 배(95% CI: 1.45-2.85), 25 2.06 (95% CI:

전체사망의 위험이 높았으며 개월 모유수유한 군은 전체사망의1.67-2.53) 1-6

위험이 낮아졌다 또한 미산부의 경우는 전 모델에33%(95% CI: 0.50-0.91) . ,

서 경산부 중 모유수유 미실시군 대비 사망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모유수유

기간

사망 unadjusted Model 1
*

Model 2
†

Model 3
‡

Model 4
§

N=1,083 HR(95% CI) HR(95% CI) HR(95% CI) HR(95% CI) HR(95% CI)

미산부( )
미실시

49
2.04

(1.45-2.85)
1.77

(1.27-2.49)
1.68

(1.20-2.36)
1.72

(1.22-2.41)
1.54

(1.08-2.21)

경산부( )
미실시

108 1.00(ref) 1.00(ref) 1.00(ref) 1.00(ref) 1.00(ref)

1-6 72
0.67

(0.50-0.91)
0.75

(0.56-1.01)
0.77

(0.57-1.04)
0.78

(0.58-1.05)
0.78

(0.57-1.05)

7-12 100
0.94

(0.72-1.23)
0.89

(0.68-1.17)
0.88

(0.67-1.15)
0.89

(0.68-1.17)
0.87

(0.66-1.15)

13-24 240
1.05

(0.84-1.32)
0.87

(0.69-1.09)
0.85

(0.68-1.07)
0.86

(0.68-1.08)
0.83

(0.66-1.05)

25≦ 514
2.06

(1.67-2.53)
0.96

(0.77-1.19)
0.89

(0.71-1.12)
0.88

(0.70-1.11)
0.86

(0.67-1.09)

표 모유수유 기간에 따른 전체사망 위험도9.

* 연령 보정Model 1 :

† 월 평균 수입 교육 수준 지역 음주 흡연 보정Model 2 : Model 1 + , , , ,

‡ 체질량지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보정Model 3 : Model 2 + , , ,

§ 초경연령 첫 자녀 출산 시 연령 출산 자녀수 보정Model 4 : Model 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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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 기간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사망 위험분석2)

모유수유 기간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사망 위험을 분석한 결과 요인을 통제

하지 않았을 경우 개월 이상 모유수유한 군의 심뇌혈관질환 사망의 위험이25

경산부 중 모유수유를 미실시한 군에 비해 배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2.15

유의했다 하지만 요인을 통제했을 경우 전 모델에서 유(95% CI: 1.21-3.82).

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표( 11).

모유수유

기간

사망 unadjusted Model 1
*

Model 2
†

Model 3
‡

Model 4
§

N=134 HR(95% CI) HR(95% CI) HR(95% CI) HR(95% CI) HR(95% CI)

미산부( )
미실시

134∥

1.31
(0.43-3.97)

1.08
(0.35-3.28)

1.01
(0.33-3.09)

1.03
(0.34-3.16)

1.16
(0.36-3.72)

경산부( )
미실시

1.00(ref) 1.00(ref) 1.00(ref) 1.00(ref) 1.00(ref)

1-6
0.50

(0.20-1.23)
0.58

(0.23-1.43)
0.63

(0.25-1.57)
0.64

(0.26-1.60)
0.66

(0.27-1.65)

7-12
0.92

(0.43-1.96)
0.86

(0.40-1.82)
0.82

(0.38-1.75)
0.85

(0.40-1.82)
0.85

(0.40-1.82)

13-24
0.83

(0.43-1.60)
0.66

(0.34-1.28)
0.60

(0.31-1.17)
0.60

(0.31-1.17)
0.62

(0.32-1.21)

25≦
2.15

(1.21-3.82)
0.85

(0.46-1.55)
0.70

(0.38-1.30)
0.69

(0.37-1.27)
0.56

(0.29-1.09)

표 모유수유 기간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사망 위험도10.

* 연령 보정Model 1 :

† 월 평균 수입 교육 수준 지역 음주 흡연 보정Model 2 : Model 1 + , , , ,

‡ 체질량지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보정Model 3 : Model 2 + , , ,

§ 초경연령 첫 자녀 출산 시 연령 출산 자녀수 보정Model 4 : Model 3 + , ,
∥ 빈도수 미만 변수가 포함되어 모유수유기간별 사망자 수를 각각 표시할 수 없어서 총 사망자수만을 표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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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 기간에 따른 심혈관질환사망 위험분석3)

모유수유 기간에 따른 심혈관질환 사망 위험을 분석한 결과 요인을 통제하

지 않았을 때는 개월 모유수유를 한 군이 기준집단에 비해13-24 77%(95% CI:

심혈관질환 사망의 위험이 낮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요인을 통0.08-0.68) .

제한 에서는 모두 개월 개월 이상 모유수유를 한 경Model 1, 2, 3, 4 13-24 , 25

우 기준집단에 비해 심혈관질환 사망의 위험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모든 요인을 통제한 에서 개월 모유수유한 경우. Model4 13-24 86%(95% CI:

개월 이상 모유수유한 경우 심혈관질0.05-0.43), 25 75%(95% CI: 0.11-0.57)

환 사망의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모유수유

기간

사망 unadjusted Model 1
*

Model 2
†

Model 3
‡

Model 4
§

N=59 HR(95% CI) HR(95% CI) HR(95% CI) HR(95% CI) HR(95% CI)

미실시
미산부( )

59∥

0.46
(0.06-3.59)

0.34
(0.04-2.68)

0.30
(0.04-2.39)

0.32
(0.04-2.51)

0.29
(0.03-2.39)

미실시
경산부( )

1.00(ref) 1.00(ref) 1.00(ref) 1.00(ref) 1.00(ref)

1-6
0.30

(0.08-1.09)
0.38

(0.11-1.39)
0.44

(0.12-1.61)
0.43

(0.12-1.57)
0.43

(0.12-1.58)

7-12
0.89

(0.36-2.20)
0.80

(0.33-1.97)
0.75

(0.30-1.86)
0.78

(0.31-1.92)
0.77

(0.31-1.90)

13-24
0.23

(0.08-0.68)
0.17

(0.06-0.49)
0.15

(0.05-0.44)
0.15

(0.05-0.44)
0.14

(0.05-0.43)

25≦
1.31

(0.64-2.68)
0.36

(0.17-0.77)
0.30

(0.14-0.66)
0.29

(0.14-0.63)
0.25

(0.11-0.57)

표 모유수유 기간에 따른 심혈관질환사망 위험도11.

* 연령 보정Model 1 :

† 월 평균 수입 교육 수준 지역 음주 흡연 보정Model 2 : Model 1 + , , , ,

‡ 체질량지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보정Model 3 : Model 2 + , , ,

§ 초경연령 첫 자녀 출산 시 연령 출산 자녀수 보정Model 4 : Model 3 + , ,
∥ 빈도수 미만 변수가 포함되어 모유수유기간별 사망자 수를 각각 표시할 수 없어서 총 사망자수만을 표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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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 기간에 따른 뇌혈관질환사망 위험분석4)

모유수유 기간에 따른 뇌혈관질환 사망 위험을 분석한 결과 요인을 통제하

지 않았을 경우 개월 이상 모유수유한 군의 뇌혈관질환 사망의 위험이 경산25

부 중 모유수유를 미실시한 군에 비해 배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4.25

했다 하지만 요인을 통제했을 경우 심뇌혈관질환과 동(95% CI: 1.52-11.89).

일하게 전 모델에서 유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표( 15).

모유수유

기간

사망 unadjusted Model 1
*

Model 2
†

Model 3
‡

Model 4
§

N=75 HR(95% CI) HR(95% CI) HR(95% CI) HR(95% CI) HR(95% CI)

미실시
미산부( )

75∥

3.41
(0.76-15.25)

3.05
(0.68-13.63)

2.93
(0.65-13.18)

2.96
(0.66-13.37)

3.79
(0.79-18.17)

미실시
경산부( )

1.00(ref) 1.00(ref) 1.00(ref) 1.00(ref) 1.00(ref)

1-6
1.00

(0.25-3.99)
1.08

(0.27-4.32)
1.15

(0.29-4.60)
1.20

(0.30-4.80)
1.25

(0.31-5.00)

7-12
0.99

(0.25-3.97)
0.95

(0.24-3.81)
0.92

(0.23-3.71)
0.96

(0.24-3.86)
0.96

(0.24-3.86)

13-24
2.34

(0.80-6.84)
2.04

(0.69-6.01)
1.89

(0.63-5.61)
1.89

(0.64-5.63)
1.96

(0.66-5.83)

25≦
4.25

(1.52-11.89)
2.30

(0.79-6.71)
1.91

(0.64-5.67)
1.88

(0.63-5.56)
1.50

(0.48-4.65)

표 모유수유 기간에 따른 뇌혈관질환사망 위험도12.

* 연령 보정Model 1 :

† 월 평균 수입 교육 수준 지역 음주 흡연 보정Model 2 : Model 1 + , , , ,

‡ 체질량지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보정Model 3 : Model 2 + , , ,

§ 초경연령 첫 자녀 출산 시 연령 출산 자녀수 보정Model 4 : Model 3 + , ,
∥ 빈도수 미만 변수가 포함되어 모유수유기간별 사망자 수를 각각 표시할 수 없어서 총 사망자수만을 표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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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 기간에 따른 사망 위험분석 미산부 제외5) ( )

미산부를 제외하고 경산부만을 대상으로 모유수유 기간에 따른 사망 위험을

분석했을 때도 미산부를 포함한 경우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모든 요인을.

통제한 에서 모유수유를 실시하지 않은 군 대비 개월 모유수유한Model 4 13-24

군은 개월 이상 모유수유한 군은85%(95% CI: 0.05-0.44), 25 75%(95% CI:

심혈관질환 사망의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외의0.11-0.58)

집단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표( 17).

모유수유

기간

전체사망 심뇌사망 심혈관사망 뇌혈관사망

HR(95% CI) HR(95% CI) HR(95% CI) HR(95% CI)

경산부 미실시( ) 1.00(ref) 1.00(ref) 1.00(ref) 1.00(ref)

1-6
0.78

(0.58-1.05)
0.66

(0.27-1.64)
0.43

(0.12-1.57)
1.24

(0.31-4.96)

7-12 0.87
(0.66-1.15)

0.85
(0.40-1.81)

0.77
(0.31-1.91)

0.96
(0.24-3.85)

13-24
0.83

(0.65-1.04)
0.62

(0.32-1.21)
0.15

(0.05-0.44)
1.97

(0.66-5.86)

25≦
0.85

(0.66-1.08)
0.57

(0.30-1.10)
0.25

(0.11-0.58)
1.54

(0.49-4.78)

표 13. 최종모델(Model 4* 에서 모유수유 기간에 따른 사망 위험도 미산부 제외) ( )

* 연령 월 평균 수입 교육 수준 지역 음주 흡연 체질량지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Model 4 : , , , , , , , , , ,
초경연령 첫 자녀 출산 시 연령 출산 자녀수 보정, ,



- 47 -

모유수유 유무에 따른 사망 위험분석 미산부 포함6) ( )

모유수유 유무에 따른 사망 위험을 분석한 결과 미산부의 경우 경산부 중

모유수유를 실시하지 않은 군 대비 전체사망의 위험이 배1.54 (95% CI:

높았고 경산부 중 모유수유 실시군은 기준집단에 비해 심혈관질환1.08-2.20)

사망의 위험이 낮아졌다 그 외의 집단에서는 유의한71%(95% CI: 0.14-0.61) .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표( 18).

모유수유

유무

전체사망 심뇌사망 심혈관사망 뇌혈관사망

HR(95% CI) HR(95% CI) HR(95% CI) HR(95% CI)

미산부 미실시( )
1.54

(1.08-2.20)
1.32

(0.38-4.55)
0.30

(0.04-2.49)

3.68
(0.77-17.62

)

경산부 미실시( ) 1.00(ref) 1.00(ref) 1.00(ref) 1.00(ref)

경산부 실시( )
0.83

(0.68-1.03)
0.62

(0.35-1.12)
0.29

(0.14-0.61)
1.53

(0.54-4.31)

표 14. 최종모델(Model 4* 에서 모유수유 유무에 따른 사망 위험도 미산부 포함) ( )

* 연령 월 평균 수입 교육 수준 지역 음주 흡연 체질량지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Model 4 : , , , , , , , , , ,
초경연령 첫 자녀 출산 시 연령 출산 자녀수 보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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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 유무에 따른 사망 위험분석 미산부 제외7) ( )

경산부만을 대상으로 모유수유 유무에 따른 사망 위험을 분석한 결과 모유

수유를 실시한 군이 실시하지 않은 군 대비 심혈관질환 사망의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산부를 포함하여 분석70%(95% CI: 0.14-0.62)

했을 때와 비슷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표( 19).

모유수유

유무

전체사망 심뇌사망 심혈관사망 뇌혈관사망

HR(95% CI) HR(95% CI) HR(95% CI) HR(95% CI)

경산부 미실시( ) 1.00(ref) 1.00(ref) 1.00(ref) 1.00(ref)

경산부 실시( )
0.83

(0.67-1.02)
0.64

(0.36-1.15)
0.30

(0.14-0.62)
1.54

(0.54-4.34)

표 15. 최종모델(Model 4* 에서 모유수유 유무에 따른 사망 위험도 미산부 제외) ( )

* 연령 월 평균 수입 교육 수준 지역 음주 흡연 체질량지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Model 4 : , , , , , , , , , ,
초경연령 첫 자녀 출산 시 연령 출산 자녀수 보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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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집단 분석6. (Subgroup Analysis)

추가적인 요인들이 모유수유 기간에 따른 사망위험에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

하기 위하여 하위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출생 코호트별 모유수유 기간에 따른 전체사망 위험도1)

기반조사 기간이 도시코호트는 년 년 농촌코호트는 년으2004 ~2013 , 2005~2011

로 최대 년의 차이가 있으며 우리나라 모유수유율이 시대에 따른 변화가10 ,

확인되었으므로 표 출생연도에 따른 사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출( 1, 2)

생 코호트로 집단을 나누어 사망 위험도를 분석하였다 출생 코호트는 개의. 4

집단으로 나누었으며 그 집단은 년 이전 년 년 년 년1945 , 1945 -1954 , 1955 -1964 ,

년 이후 출생이다 년 이전 출생자는 참여자 명 중 명1964 . 1945 4,046 277

년 년 출생자는 명 중 명 년 년(6.85%), 1945 -1954 18,451 413(2.24%) , 1955 -1964

에 출생한 사람은 명 중 명 년 이후 출생자는 명30,637 286 (0.93%), 1964 16,659

중 명 이 각각 사망했다107 (0.64%) .

출생 코호트별 모유수유 기간에 따른 기준집단대비 전체사망의 위험도를 분

석한 결과 모든 집단에서 미산부의 전체사망 위험도가 높았고 년 년1955 -1964

출생자 중 미산부의 전체사망 위험이 배 높았으며 통2.02 (95% CI: 1.16-3.60)

계적으로 유의했다 년 이전 출생 코호트에서는 개월 모유수유한 군. 1945 7-12

을 제외하고 모든 군에서 전체사망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년 년 출생 코호트에서는 모유수유 실. 1945 -1954

시한 군의 전체사망이 동일하거나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또한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년 년 출생 코호트에서는 모유수유를 실시. 1955 -1964

한 군들에서 전체사망의 위험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년 이후 출생 코호트에서는 개월 모유수유한 경우를 제. 1964 7-12

외하고 모유수유를 실시한 경우 전체사망의 위험도가 감소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심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사망은 빈도( 20). , ,

수가 작아 분석 시 오류가 발생하여 사망 위험도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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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
기간

<1945 1945-54 1955-64 1965≦

HR(95% CI) HR(95% CI) HR(95% CI) HR(95% CI)

참여 사망/
4,046/277

참여 사망/
18,451/413

참여 사망/
30,637/286

참여 사망/
16,659/107

미산부 미실시( )
1.28

(0.47-3.49)
1.16

(0.53-2.53)
2.02

(1.13-3.60)
1.90

(0.88-4.09)

경산부 미실시( ) 1.00(ref) 1.00(ref) 1.00(ref) 1.00(ref)

1-6 1.32
(0.47-3.76)

0.76
(0.40-1.46)

0.70
(0.44-1.10)

0.73
(0.41-1.31)

7-12 0.89
(0.34-2.32)

1.00
(0.60-1.67)

0.77
(0.51-1.18)

1.03
(0.56-1.87)

13-24 1.12
(0.53-2.39)

0.92
(0.59-1.43)

0.77
(0.54-1.11)

0.97
(0.54-1.73)

25- 1.21
(0.61-2.43)

0.99
(0.64-1.54)

0.72
(0.46-1.11)

0.76
(0.30-1.91)

표 16. 최종모델(Model 4* 에서) 출생연도에 따른 모유수유 기간별 전체사망 위험도

* 연령 월 평균 수입 교육 수준 지역 음주 흡연 체질량지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Model 4 : , , , , , , , , , ,
초경연령 첫 자녀 출산 시 연령 출산 자녀수 보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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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에 따른 모유수유 기간별 사망 위험도2)

폐경은 여성 건강 관련 중요 지표 중 하나로 정상 폐경과 늦은 폐경의 기준

이 되는 세를 기준55 (Zhu et al., 2019)으로 두 집단으로 나누어 연령에 따른

사망 위험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전체사망의 경우 세 미만과 세 이상 모두에서 미산부가 경산부 대비 사55 55

망 위험이 높았으며 특히 기준집단 대비 세 미만 미산부는 사망의 위험이, 55

배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모유수유를 실시한 군2 (95% CI: 1.24-3.24) .

에서는 전체사망의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심뇌혈관질환 사망의 경우 세 미만에서는 세 이상 모유수유를 제. 55 25

외하고 전 집단에서 사망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세 이상에서는 전 집단에서 심뇌혈관질환 사망의 위. 55

험이 감소했으며 특히 개월 모유수유한 경우, 13-24 66%(95% CI: 0.14-0.81),

개월 이상 모유수유한 경우 사망 위험이 감소했고25 54%(95% CI: 0.21-0.98)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심혈관질환 사망의 경우 세 미만에서는 모유수유를. 55

실시한 군에서 사망의 위험이 같거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세 미만 미산부의 경우 심혈관질환 사망자 수가 미만으. 55 5

로 질병관리청 유전체역학과 분석실에서 반출이 불가능한 자료였으며 사망 위

험도 또한 분석이 되지 않았다 세 이상에서는 모든 군에서 심혈관질환사망. 55

의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산부 중 모유수유를 실시하지. ,

않은 군 대비 개월 모유수유를 실시한 군은13-24 90%(95% CI: 0.03-0.41), 25

개월 이상 모유수유를 실시한 군은 심혈관질환 사망72%(95% CI: 0.11-0.72)

의 위험이 낮아 세 이상 심뇌혈관질환 사망의 위험과 같은 양상을 보였다55 .

뇌혈관질환 사망의 경우 세 미만에서는 모든 군에서 사망의 위험이 증가하55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세 이상에서는 개. 55 1-6

월 개월 모유수유 실시한 군은 사망 위험도가 감소하고 그 외의 집단에, 7-12

서는 사망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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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
기간

전체사망 심뇌혈관질환사망 심혈관질환사망 뇌혈관질환사망

HR(95% CI) HR(95% CI) HR(95% CI) HR(95% CI)

세55 < 세55 ≦ 세55 < 세55 ≦ 세55 < 세55 ≦ 세55 < 세55 ≦

미산부( )
미실시

2.00
(1.24-3.24)

1.27
(0.73-2.21)

2.36
(0.25-22.28)

0.81
(0.21-3.20)

-
†

(N/A)
0.33

(0.04-2.93)
6.69

(0.53-84.40)
2.58

(0.33-20.14)

경산부( )
미실시

1.00(ref) 1.00(ref) 1.00(ref) 1.00(ref) 1.00(ref) 1.00(ref) 1.00(ref) 1.00(ref)

1-6 0.71
(0.49-1.04)

0.86
(0.52-1.42)

1.14
(0.33-3.96)

0.35
(0.08-1.64)

0.81
(0.14-4.92)

0.21
(0.03-1.73)

1.65
(0.27-9.90)

0.85
(0.08-9.46)

7-12 0.83
(0.57-1.19)

0.97
(0.64-1.48)

1.30
(0.39-4.31)

0.63
(0.23-1.70)

1.00
(0.20-5.08)

0.65
(0.22-1.95)

1.68
(0.28-10.18)

0.44
(0.04-4.83)

13-24 0.75
(0.54-1.05)

0.93
(0.66-1.31)

1.38
(0.48-3.97)

0.34
(0.14-0.81)

0.26
(0.04-1.66)

0.10
(0.03-0.41)

3.23
(0.70-15.00)

1.19
(0.25-5.60)

25≦ 0.70
(0.46-1.06)

0.99
(0.71-1.39)

0.78
(0.22-2.77)

0.46
(0.21-0.98)

0.10
(0.01-1.14)

0.28
(0.11-0.72)

2.15
(0.38-12.09)

1.04
(0.24-4.65)

표 최종모델17. (Model 4* 에서 연령별 모유수유 기간에 따른 사망 위험도)

* 연령 월 평균 수입 교육 수준 지역 음주 흡연 체질량지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초경연령 첫 자녀 출산 시 연령 출산 자녀수 보정Model 4 : , , , , , , , , , , , ,

† 사망자수가 명 미만이었으며 위험도 확인 시 오류가 발생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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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Ⅳ

연구자료 및 방법에 대한 고찰1.

본 연구는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의 일반인기반 코호트 중 도시(KoGES) ,

농촌기반 조사 자료를 활용했으며 년 월까지 누적된 통계청 사망자료와2019 12

연계하여 총 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모유수유가 모성의 심뇌혈관질환84,658

의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분석을 실시했다 콕스 비례위험 모형.

을 이용하여 위험비 를 산출하(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Hazard Ratio)

였으며 카, 플란 마이어 생존분석 과- (Kaplan-Meier Survival Curve Analysis)

로그 순위검정 을 통하여 그룹 간 차이를 검정하였다(Log-rank test) .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기반조사 당시의 것만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추적조사

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거나 모유수유를 추가로 실시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제한점이 있다 추후 비슷한 연구를 진행할 경우에는 추적조사 자료를 포함하.

거나 폐경 이후의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연구의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폐경 이후의 여성만을 대상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표본선택의. ,

편의 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보정 또한(Sample Selection Bias)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규성( , 2005).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인자에 다양한 요인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에서 공통으로 보정된 연령 월 평균 수입 교육 수준 지역 음주경험 흡연, , , , ,

경험 체질량지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질병력 초경연령 첫 자녀 출, , , , , ,

산 시 연령 출산 자녀수만을 보정하였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운동 식이 경, , ,

구 약물 복용력 경구피임약 등 등의 심뇌혈관질환 위험요인을 추가 변수로( )

반영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보정변수 중 자녀수는 미산부가 연구에 포함되어 있어 명 이0, 1, 2, 3, 4

상으로 분석하려고 했으나 표본의 빈도수가 적어서 사망 위험도 확인 시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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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하여 명 명 이상의 두 군으로만 나누어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0-2 , 3 .

는 생애 전체 모유수유 기간 만을 고려했으(Lifetime Breastfeeding Duration)

나 자녀수에 대한 보정을 위하여 선행연구 에서와 같이(Peters et al., 2017)

자녀별 모유수유 기간 으로 모유수유(Duration of Breastfeeding Per Child)

기간을 정의하여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대상자수와 사망자수가 많지 않아 사망에 대한 분류를 심혈관질

환 사망과 뇌혈관질환 사망으로만 구분하였으나 연구 대상자수가 많아질 경우

선행연구 에서와 같이 뇌혈관질환을 허혈성 뇌졸중과 출(Peters et al., 2017)

혈성 뇌졸중으로 구분하는 등 세분화할 경우 더욱 정확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2.

연구 대상자의 평균 모유수유 기간은 개월이었으며 사망자 수는 전체20.45 ,

명 심뇌혈관질환 명 심혈관질환 명 뇌혈관질환 명이었다1,083 , 134 , 59 , 75 .

혼란변수 연령 월 평균 수입 교육 수준 지역 음주경험 흡연경험 체질( , , , , , ,

량지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질병력 초경연령 첫 자녀 출산 시 연령, , , , , ,

출산 자녀수 를 보정한 후 모유수유 유무에 따른 사망위험도를 확인했을 때)

경산부 모유수유 미실시 군 대비 미산부의 전체사망의 위험이 배1.54 (95% CI:

높았으며 모유수유 실시군은 심혈관질환 사망의 위험이1.08-2.20) 71%(95%

낮아졌으나 심뇌혈관질환과 뇌혈관질환 사망에서는 유의한 결CI: 0.14-0.61)

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임신할 경우 모유수유는 실시하지 않더라도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 모유가 생성되므로 이에 따른 차이로 짐(Victora et al., 2016)

작할 수 있으며 모유수유가 모성의 유방암과 난소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미 밝혀진 연구 결과(Chowdhury et al., 2015; Schwarz et al., 2010; Babic

et al., 2020; Beral et al. 이므로 이와 연관, 2004; Godfrey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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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도 판단되나 이를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모유수유 기간에 따른 사망 위험을 분석했을 때는 최종모델 에서(Model 4)

미산부가 경산부 모유수유 미실시 군보다 전체사망의 위험이 배1.54 (95% CI:

높았으며 개월 모유수유한 군은1.08-2.21) 13-24 86%(95% CI: 0.05-0.43), 25

개월 이상 모유수유한 경우 심혈관질환 사망의 위험75%(95% CI: 0.11-0.57)

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여 모유수유 유무뿐만 아니라 모유수유 기간 또한 심

혈관질환의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심뇌혈관질환과.

심혈관질환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이는 선행연구(Gallagher

와 동일한 결과이다 본 연구와의 차이점은 혼란변수로 나이와et al., 2011) .

자녀수만 고려했다는 점이다.

출생 코호트별 모유수유 기간에 따른 전체사망의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년 년 출생자 중 미산부의 전체 사망위험이 기준집단에 비해 배1955 -1964 2.02

높았으며 연령에 따른 층화를 했을 경우 세 미만 미산(95% CI: 1.16-3.60) 55

부는 기준집단 대비 전체사망의 위험이 배 높았다2 (95% CI: 1.24-3.24) .

심뇌혈관질환 사망의 경우 세 이상에서 기준집단 대비 개월 모유수55 13-24

유한 경우 개월 이상 모유수유한 경우66%(95% CI: 0.14-0.81), 25 54%(95%

사망위험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여 심뇌혈관질환 또한 모유CI: 0.21-0.98)

수유 기간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혈관질환 사망의 경우 세 이상에서 기준집단 대비 개월 모유수유55 13-24

를 실시한 군은 개월 이상 모유수유를 실시한 군90%(95% CI: 0.03-0.41), 25

은 사망의 위험이 낮아졌다72%(95% CI: 0.11-0.72) .

심혈관질환과 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은 비슷한데 왜 심혈관질환과 뇌혈관질

환의 사망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인지에 대한 답을 우리나라 심혈관과 뇌

혈관질환 사망의 특징을 통해 확인해보았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통계 결과.

년에는 뇌혈관질환 사망자가 만 명당 명 심장질환 사망자가2000 10 73.1 , 38.2

명으로 뇌혈관질환사망이 심장질환사망보다 높았으나 년대 중반에 들어서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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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격차가 확연히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년부터는 사망 순위가 역전되2012

어 년 현재 뇌혈관질환 사망자는 만 명당 명 심장질환사망자는2019 10 42.0 ,

명이다 통계청 급성기 진료영역의 질을 반영하는 대표적60.4 ( , 2011; 2020).

지표인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일 치명률도 차이를 보인다 년 급성심, 30 . 2017

근경색증 입원환자의 일 이내 병원 내 치명률은 로 평균 보30 9.6% OECD (6.9%)

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허혈성 뇌졸중 입원환자의. , 30

일 치명률은 로 회원국 평균 중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인3.2% OECD (OECD 7.7%)

것으로 확인됐다 김하중 이러한 심혈관질환과 뇌혈관질환의 차이에( , 2020).

따라 본 연구의 심혈관질환사망과 뇌혈관질환사망의 결과도 서로 다르게 나온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다.

연구의 제한점 및 강점3.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코호트 연구의 기반조사 자료만을 활용하였고 연구대상 선정 시 폐경,

여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 중 추가로 임신을 하거나 모유

수유를 실시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아 정보의 편의 가 발생(Information Bias)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상 폐경 시점인 세 기준으로. 55

나누어 하위그룹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인자에 다양한 요인이 있으나 모든 요인들이 반,

영되지 않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운동 식이 경구 약물 복용력 경구피임약. , , (

등 등의 추가 변수 반영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셋째 모유수유 기간 정보가 자기 기입식 설문을 통해 수집되었는데 이는,

조사 시점 기억에 의한 정보이므로 회상 편의 가 발생했을 수 있(Recall Bias)

다.

넷째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자료원 중 코호트 참여 인원의 정, (Ko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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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보호를 위하여 제한공개로 설정된 변수들이 있었으며 빈도수 미만의 변, 5

수는 반출이 제한되어 분석 시 포함시키지 못한 경우가 있다.

다섯째 모유수유가 어떠한 기전을 통하여 심뇌혈관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

치는지는 밝히지 못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

자료원을 활용한 최초의 모유수유에 관한 연구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

우리나라 여성을 대상으로 모유수유 유무뿐 아니라 모유수유 기간이 모성의

심혈관질환 사망의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해 모유수유 장려정책의

근거자료 마련에 이바지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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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Ⅴ

질병관리청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의 일반인기반 코호트 중 도(KoGES)

시 농촌 코호트의 기반조사 자료와 통계청 사망원인 자료를 연계하여 우리나,

라 여성의 심혈관질환사망 위험이 모유수유 유무뿐만 아니라 모유수유 기간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모유수유를 통.

하여 아기의 건강뿐만 아니라 모성의 건강증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입증되었으므로 본 연구를 지속 보완 발전시켜 모유수유 장려정책의 근거자,

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인구를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모유

수유와 심뇌혈관질환 사망의 위험에 관해 연구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앞

으로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추적조사 자료를 활용한 모유수유와(KoGES)

모성의 건강에 관한 연구가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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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Effect of Breastfeeding on Mothers'

Cardiovascular and Cerebrovascular Mortality

: A Korean Genome and Epidemiology Study(KoGES)

Su Ah Song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ohee Park, Ph.D.)



Background

Breastfeeding, which is not only helpful to enhance the health of

babies but also mothers, is not widely exercised in South Korea. In the

mean time, mortality by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is the only

higher mortality for females.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breastfeeding and cardio-cerebrovascular

mor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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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and Results

This study analyzed 69,793 female population-based cohort(CAVAS &

HEXA) from the KoGES, which are also recorded deceased from the

Statistics Korea death report. Breastfeeding period was divided into

six categories: nulliparous; parous who had never breastfed; breastfed

between 1 to 6 months; 7 to 12 months; 13 to 24 months; and more than 25

months. The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was used to adjust for

potential confounding variables age, income, education, region,—

drinking, smoking, body mass index, hypertension, diabetes,

hyperlipidemia, menarche age, age at birth of first child and parity to—

find out whether breastfeeding independently influenced

cardio-cerebrovascular, cardiovascular, and cerebrovascular mortality.

After controlling for potential confounders, nulliparous had 1.54 times

higher all-cause mortality. Breastfed between 13 to 24 months had 86%,

and more than 25 months had 75% lower mortality by cardiovascular

disease. Observation from whether breastfeeding was exercised showed

nulliparous had all-cause mortality 1.54 times higher, while mothers

who breastfed lowered mortality by 71% in cardiovascular deaths.

Conclusion

The study confirmed that not only whether a mother breastfed but also

the period of doing so had an effect on cardiovascular mortality in

Korean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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