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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대사증후군은 인구의 조기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비 감염성질환의 하나로 스트레

스와 흡연이 이 대사증후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만 19세-39

세의 성인초기에서도 스트레스와 흡연이 대사증후군과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이 연구를 시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2016년에서 2019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 원

시자료를 분석한 이차분석 연구로 만 19세-39세 성인 6,49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은 국립심폐혈관연구소(NHLBI)에서 2002년에 제시한 ATP III 

진단 기준 및 대한비만학회 기준을 적용하였다. 통계프로그램은 SAS 9.4를 사용하였

고 t-test(general linear model t-test), 카이제곱 분석(chi-square test),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으로 구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의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연구결과 성인초기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12.85% 였으며, 20대는 7.25%, 30대는 

17.17% 였다.(P<.0001) 스트레스 인지율에 따라 스트레스가 낮은 군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11.54%, 스트레스가 높은 군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15.13% 였다. 

(P<.0001) 흡연여부에 따라 과거흡연 또는 비흡연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10.43% 였

고, 현재흡연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20.61% 였다. (P<.0001) 현재흡연자 중 갑년에 

따라 구분한 세 그룹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0<갑년≦10 15.92%, 10<갑년≦20 

29.66%, 20≦갑년 49.3%였고 대사증후군이 있는 현재흡연자의 갑년에 대한 평균값

은 10.7246±0.4432 이었다. (P<.0001)      

  성인초기 스트레스가 낮은 군보다 스트레스가 높은 군의 대사증후군 위험이 1.394배

로 가장 높았고(95% CI=1.189-1.636, <.0001), 30대의 스트레스가 높은 군의 대사증

후군의 위험(1.216, 95% CI=1.006-1471, 0.0429)보다는 20대의 스트레스가 높은 군

이 대사증후군의 위험(1.824, 95% CI=1.349-2.467, <.0001)이 더 높았으며, 성인초기 

비흡연 혹은 과거흡연 보다 현재흡연의 대사증후군 위험이 1.235배(95%CI=1.032-1.478 

p=0.0213) 더 높았다. 하지만 20대, 30대 각각에서는 흡연여부와 대사증후군 위험과의 

관련성이 유의하지 않았다. 

  성인초기에서 ‘비흡연자 또는 과거흡연자이면서 스트레스가 낮은 군’에 비해 ‘비흡연자 

또는 과거흡연자이면서 스트레스가 높은 군’이 1.458( 95% CI=1.197-1.776, p=0.0002) 

였고, ‘현재 흡연자이면서 스트레스 낮은 군’이 1.303 (95% CI=1.038-1.637, 

p=0.0228), ‘현재 흡연자이면서 스트레스 높은 군’이 1.674(95% CI=1.314-2.133, 

<.0001)로 세 그룹의 교차비가 유의하게 높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성인초기를 연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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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비흡연자 또는 과거흡연자이면서 스트레스가 낮은 군’

에 비해 30대의 ‘현재 흡연자이면서 스트레스 높은 군’의 대사증후군 위험(1.475, 95% 

CI=1.111-1.959, p=0.0072)보다 20대의 ‘현재 흡연자이면서 스트레스 높은 군’의 대사

증후군 위험이 더 높았으며(2.12, 95% CI=1.316-3.415, p=0.002), 20대에서만 유일하

게 ‘비흡연 또는 과거흡연자이면서 스트레스 높은 군’의 대사증후군 위험이 유의하게 높

았다.(2.049, 95% CI=1.422-2.954, p=0.0001). 

  본 연구를 통해 성인초기에서 대사증후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한 

후 스트레스인지율 및 흡연여부에 따라 나눈 네 그룹과 대사증후군 위험과의 관련성

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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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매년 전세계 사망률의 71%에 해당하는 4100만 명의 사람들이 비감염성 질환

(Non-Communicable Disease, NCD)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특히 30-69세 인구의 사

망자수가 전세계적으로 매년 1500만명씩 늘어나고 있다. [1] 

  이러한 비감염성 질환(Non-Communicable Disease, NCD)으로 인한 조기사망률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것이 바로 대사증후군이다. 대사증후군이란 비감염성 질환

(Non-Communicable Disease, NCD)의 대사위험요소(Metabolic risk factors)인 혈압

상승, 과체중 및 비만, 고혈당, 고지혈증 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질병을 의미하는 것으

로 미국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 2001)에서 제시한 고지혈증 

치료지침(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Adult Treatment Panel Ⅲ, 

[NCEP-ATP Ⅲ]에 따르면, 고혈압, 고혈당, 고밀도지질단백혈증, 고중성지방혈증, 복

부비만 중 3가지 이상의 임상적 소견이 있을 경우를 대사증후군으로 정의하고 있다.

  대사증후군은 대사이상 및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며[2], 암 발병

원인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되었다.[3] 이러한 대사증후군의 구성요소인 대사위험요

소(Metabolic risk factors)의 국내 발생현황은 청년층(만19세-39세)에서 점차 높아지

고 있다. 2019년 기준 성인의 비만 유병률(체질량지수 기준)은 34.4%이며 남자가 여

자보다 1.5배 높았고 청년층(만19-39세)에서는 41.8% 였으며, 특히 청년층은 2단계

이상(체질량지수≥30)의 비만 유병률이 8.6%로 가장 높았다. 성인의 고혈압 유병률은 

28.1%이며, 청년층(만19-39세) 7.4%, 고혈압 전 단계 유병률은 청년층(만19-39세) 

25.6%이다. 성인의 당뇨병 유병률은 12.2%이며, 청년층(만19-39세) 2.2% 당뇨병으

로 이행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한 당뇨병 전단계 유병률은 청년층(만19-39세)의 

1/4이었고,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자(만19세이상) 중 청년층(만19-39세)의 인지율

(15.1%)과 치료율(12.0%)이 낮은 수준이었다. 성인의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21.9%이며, 청년층(만19-39세)은 6.9%,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자 중 비만, 당뇨병, 

고혈압을 모두 동반한 경우는 청년층(만19-39세)은 0.3% 이었다. [4,5,6,7] 또한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20대 사망원인 4위·5위가 심뇌혈관 질환이었고, 30

대 사망원인 3위가 심혈관 질환으로 보고되고 있으며[8], 이미 2016년 한국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00명 중 2∼3명은 이미 대사증후군 환자(2.55%)였고, 10

명 중 1명 정도는 2개 이상의 대사증후군 진단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10명 중 3명 

이상은 1개 이상의 대사증후군 진단요인을 가지고 있었다.[9] 이는 이제 막 성인이 

된 만19-39세에서도 대사증후군 등 심혈관질환의 위험이 높음을 의미하며 Son 등

(2018)에서 20-30대 성인에게 미국의 고혈압 진단기준을 적용했을 때 심뇌혈관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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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위험도가 남자 25%, 여자 27%로 높았다는 연구에서도 알 수 있다.[10] 

그래서 건강행태나 습관이 고착되기 전인 만19-39세에 대사증후군 진단요인에 많은 

영향을 주는 수정가능한 행동위험요인(Modifiable behavioural risk factors)을 도출, 

이를 중심으로 건강행태를 변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대사증후군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수정가능한 행동위험요인(Modifiable behavioural 

risk factors)은 스트레스와 흡연이다. 흡연은 암, 심장질환, 폐질환, 당뇨, 관절염 등의 

원인이며 2016-2018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 스트레스와 현재 흡연율을 살펴보면, 스

트레스가 많은 군의 현재흡연률은 남성 44.4% 여성 7.7%로 스트레스가 적은 군에 

비해 남성은 10.6% 여성은 3.5%로 더 높았다.[11] 또한 2019년 기준 성인 10명 중 

3명이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9~29세가 

35.1%, 30-39세 38.8%로 20~30대가 다른 연령 계층보다 스트레스인지율이 높았다. 

[12] 선행연구를 통해 스트레스와 흡연 등 건강행태와 대사증후군과 연관성에 대해 

밝혀왔는데 Lee K(2008)의 연구에서 저 스트레스군보다 고 스트레스군에서 대사증후

군 유병률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인 복부비만, 공복혈당장애, 고

중성지방혈증의 유병에도 스트레스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였다[13] 또한 스트레스에 

가장 많이 노출된 사람이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보다 2.39배 대사증후군 유병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p<0.001)[14]. 또한 흡연량, 흡연기간이 많아질수록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이 높아짐을 밝혀왔던 선행연구들도 있었는데, 20세 이상 성인 남성 6281명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결과 누적 흡연량이 10갑년1) 초과인 현재 흡연자에서 대사증후군

의 위험성이 의미있게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15] 또한 누적 흡연량이 20갑년 이상인 

현재 흡연자에서 비흡연자에 비해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1.82배 증가하였던 Chen 등

의 연구가 있었고[16] 한국인을 대상으로 했던 Chon 등의 연구에서도 누적흡연량이 

20갑년 이상인 현재 흡연자에서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증가하였다[17] 

  하지만 아직 국내의 만 19세-39세 성인을 대상으로 한 대사증후군 연구가 매우 적

으며, 이 시기의 성인들에게 대사증후군을 발생시키는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에 대해 

개인 및 사회적 관심이 미미한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2016-2019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만19세-39세

에서 대사증후군과 스트레스 및 흡연과의 연관성을 밝혀 만 19세부터 대사증후군 예

방을 위해 금연 및 스트레스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확인하고, 만19세~39

세 성인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이고 다각적인 대사증후군 예방활동을 모색하고 나아가 

대사위험요소로 인한 국내 30-69세 성인의 조기사망률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세우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 갑년(pack-year)은 하루 흡연량(개비)을 20(한 갑)으로 나누고, 흡연 기간(년)을 곱한 지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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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6년에서 2019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한 이차분석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홈페이지에서 제 7기, 2019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

료 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법정조사이며, 통계법 제17조에 근거한 정부지정통계(승인번호 제11702호)

이다. 본 연구가 2016-20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 데이터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

함에 있어 2021년 12월 20일 ‘의무사령부 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에 면제승인(AFMC-202112-HR-089-01)을 받아 이루어졌다. 국민건강영양조

사는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조사구와 가구를 1, 2차 추출단위로 하는 2

단계 다단계층화집락확률추출법을 사용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 시 도, 동 읍 면, 주택 

유형을 기준으로 추출 틀을 층화하고, 주거면적 비율, 가구주 학력 비율 등을 내재적 

층화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조사구는 제 7기(2016-2018)은 총 576조사구 13,248가

구 (연간 192조사구, 4,416가구), 2019년은 192조사구 3,670가구를 추출하였다. 그

래서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조사구는 16,918개가 추출되었으며, 약 1만 명의 조사 대상

자를 유지하기 위하여 768개 표본가구를 계통추출법을 이용하여 선정하였다. 표본가

구 내에서는 적정가구원 요건을 만족하는 만1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대상자 32379명 중, 임산부를 제

외하고 만 19세 이상 25884명을 분석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이 중 대사증후군 진

단항목(허리둘레,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공복혈당,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에 

결측치가 있는 대상자를 제외하고 건강 설문조사, 검진조사, 영양조사 부분 모두에 참

여한 23773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이 중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는 

6492명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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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1) 대사증후군의 정의

  2001년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adult treatmentpanel III (NCEP 

ATP III)에서 제정한 진단 기준을 바탕으로 국립심폐혈관연구소(NHLBI)에서 2002년에 

제시한 ATP III 진단 기준을 적용하여 아래 5개의 대사 이상 항목 중 3개 이상을 만

족할 경우 대사증후군으로 진단하였다.[18] 진단 기준 중 허리둘레 항목은 대한비만

학회[19]에서 제시한 복부비만 기준에 따라 남성은 90 cm 이상을 여성은 85cm이상

을 적용하였으며, 항고혈압 약물, 혈당관리치료, 이상지질혈증 치료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항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가) 허리둘레: 남자 ≥ 90 cm 여자 ≥ 85cm

나) 혈압: 수축기혈압 ≥130 mmHg 또는 이완기혈압 ≥ 85 mmHg, 또는 약물치료

다) 공복혈당: ≥100 mg/dL, 또는 혈당관리치료

라) 중성지방: ≥150 mg/dL, 또는 약물치료

마)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남자 <40 mg/dL, 여자 <50 mg/dL 또는 약물치료

2) 인구 사회경제적 특성

  인구 사회경제적 요인 변수는 건강설문조사 항목 중 성,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 

경제활동 상태를 포함하였으며, 성은 여자와 남자로 구분하였고 임신 중인 여성은 제

외하였다. 교육 수준은 졸업은 현 학력으로, 수료․중퇴․재학/휴학은 이전 학력으로 분

류, ‘초졸’, ‘중졸’, ‘고졸’, ‘대졸 이상’으로 구분, 직업은 군인을 제외하고 ‘관리자, 전

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원, 장차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무직’으로 구분하였다. 그

리고 직업 중 직업이 있는 군과, 없는 군을 나누어 비교하였다. 연령의 경우 만 19세 

이상의 성인에서 연령대별로 만 19세-39세는 ‘성인초기’, 만 40세-59세는 ‘성인중기’ 

만 60세 이상은 ‘성인후기’로 구분하였다.

3) 건강행태 

  건강행태와 관련된 설문에서 흡연과 관련하여 평생 흡연량이 5갑(100개비) 미만인 

경우 혹은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는 경우 혹은 평생 흡연하지 않은 경우

를 ‘과거흡연 또는 비흡연’으로 평생 흡연랑이 5갑(100개비) 이상이며, 현재 피우거나 

가끔 피움을 ‘현재흡연’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평생 담배 100개피 이상 피웠고 현

재 담배를 매일 피우는 흡연자 중 흡연기간, 하루평균 흡연량을 포함하였는데 흡연기

간은 현재연령에서 흡연시작연령을 뺀 것으로 하였고, 또한 하루 흡연량(개피)은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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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의 하루평균 흡연량(개피)로 구분하였다.[20] 이에 따라 현재 흡연자 갑년에 

따라 10갑년 이하, 10갑년 초과 20갑년 이하, 20갑년 초과 세 그룹로 구분하였는데 

갑년(pack-year)은 하루 흡연량(개비)을 20(한 갑)으로 나누고, 흡연 기간(년)을 곱한 

지표를 말한다.[15] 스트레스의 경우 평소 스트레스 인지정도를 (1) ‘대단히 많이 느

낌’, (2) ‘많이 느낌’, (3) ‘조금 느낌’, (4) ‘거의 느끼지 않음’와 같은 네 가지 응답으

로 분류한 것을 바탕으로 4단계로 분류하였고, (1), (2)의 응답을 포함하는 스트레스

가 높은군과 (3), (4)의 응답을 포함하는 스트레스가 낮은군으로 나누어 비교하였

다.[20]

4. 분석방법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SAS 9.4 통계분석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통계학적 유의수

준은 0.05로 하였다.

대사증후군의 5가지 임상적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개수(MS score)와 갑년은

t-test(general linear model t-test)를 실시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일반

적 특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수정가능한 행동 요인에 따른 대사증후군 유병 유무는 

카이제곱 분석(chi-square test)을 실시하였고, 인구 사회학적 요인을 보정하고 수정

가능한 행동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연령별 대사증후군 위험도 비교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으로 구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의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1) 각 대사증후군의 진단요소별로 진단대상에 해당되는 대상자의 비율을 구하였다.

2) 대상자의 특성과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대사증후군 빈도와 유병률의 비교는 카이제곱 분석

(Chi-square test)를 이용하였다. 현재 흡연자에서 대사증후군 유병유무에 따른 

갑년의 평균은 t-test(general linear model t-test)를 실시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4) 대사증후군 관련요인에 대한 분석은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대사증후군 유병률을 

비교한 결과 P<0.5 기준으로 유병률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5) 대사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하고, 흡연여부 및 스트레스 인지율이 

대사증후군 유병 위험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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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성인의 대사증후군의 진단요소별 유병률과 평균

  본 연구 대상자의 대사증후군의 진단요소별 유병률과 빈도는 Table 1과 같다. 만 

19세이상 성인 23773명에서 HDL 38.9%, 고혈압 37.8%, 복부비만이 34.1%, 중성지

방 32.2%, 고혈당은 27.6% 순으로 나타났다. 만 19세-39세의 성인초기(6492명)에서 

대사증후군의 각 구성요소별 유병률은 HDL 23.11%, 중성지방 22.46%, 복부비만 

21.52%, 고혈압 15.47%, 고혈당 15.43% 순이었으며 만 40세-59세의 성인중기

(8975명)에서 고혈당 38.54% 중성지방 38.16% 고혈압 37.99%, HDL 30.69% 복부

비만 28.57% 이었으며 만 60세 이상의 성인후기(8306명)에는 고혈압 68.64% 고혈

당 55.21% HDL 40.61%, 중성지방 49.43% 복부비만 42.33% 이었다.

  만 19세이상 성인에서 5가지 진단 기준 중 3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대사증후군인 

대상자는 33.21% 였으며 성인초기 12.85% 성인중기 30.22% 성인후기 52.35% 순이

었다.

                 

Variable Category

성인

19≦만나이

N =23773

성인초기

19≦만나이≦39

N=6492

성인중기

40≦만나이≦59

N=8975

성인후기

60≦만나이

N=8306

N % N % N % N %

Waist circumference

남성 허리둘례 >=90 (비임신자 중) 여성허리둘레 >=85

No 16296 68.55 5095 78.48 6411 71.43 4790 57.67

Yes 7477 31.45 1397 21.52 2564 28.57 3516 42.33

Hypertension

(여자:비임신자) 수축기압>=130, 이완기 혈압 >=85 또는 혈압약을 복용중인자

No 13658 57.45 5488 84.53 5565 62.01 2605 31.36

Yes 10115 42.55 1004 15.47 3410 37.99 5701 68.64

HDL cholersetol

남성 HDL<40, (비임신자 중) 여성 HDL<50 또는 약물치료 중인자

No 16146 67.92 4992  76.89 6221 69.31 4933 59.39

Yes 7627 32.08 1500 23.11 2754 30.69 33.73 40.61

Triglyceride

(여자:비임신자) 중성지방 >=150 또는 약물치료중 인자

No 14784 62.19 5034 77.54 5550 61.84 4200 50.57

Yes 8989 37.81 1458 22.46 3425 38.16 4106 49.43

Hyperglycemia

(여자:비임신자) 공복시 혈당 >=100 또는 혈당관리 치료중인 자 

No 14726 61.94 5490 84.57 5516 61.46 3720 44.79

Yes 9047 38.06 1002 15.43 3459 38.54 4586 55.21

Metabolic syndrome

(여자:비임신자)대사증후군진단기준 3개 이상인 자

No 15879 66.79 5658 87.15 6263 69.78 3958 47.65

Yes 7894 33.21 834 12.85 2712 30.22 4348 52.35

Table 1. Prevalence according to each component of metabolic syndrome and  ATP III criteria 

  성인초기, 성인중기, 성인후기 3개의 그룹에 따라 대사증후군의 5가지 임상적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개수(Metabolic Syndrome score, MS score)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

지 ANOVA 분석을 통해 확인[Table 2], 성인초기는 평균 0.98개, 성인중기는 1.74개, 

성인후기는 2.56개 였다. 연령군 별 대사증후군의 5가지 임상적 진단 기준을 충족하

는 개수(MS score)의 1 WAY ANOVA 결과 F Value 2535.37, P-VALUE <.0001이므

로 모든 그룹들에서 대사증후군 진단갯수 평균이 같다는 귀무가설을 기각 사후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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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ffe)을 통해 세그룹 서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Category N MEAN SD
Post poc test(Scheffe)

F P

성인초기 19≦만나이≦39 6492 0.97982132 1.20635843

2.99611 0.05성인중기 40≦만나이≦59 8975 1.73949861 1.43513444

성인후기 60≦만나이 8306 2.56224416 1.35624938

Table 2. The average MS(Metabolic Syndorome) score that meets the five diagnostic 

criteria for metabolic syndrome by ag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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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사증후군의 교차비

  대사증후군 관련요인에 대한 분석은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대사증후군 유병률을 분

석한 결과 P<0.05을 기준으로 유병률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

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Table 3]. 대사증후군 위험 교차비는 성인초기에 

비해 성인중기 1.390(p<.0001), 성인후기 1.415(p=.0.0012)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

사증후군 교차비가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1] [22] 

  성별에서는 여자에 비해 남자가 성인전체 1.432, 성인초기 3.278, 성인중기 2.352, 

성인후기 0.67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이는 20세 이상의 성

인을 대상으로 남자에 비해 여자가 교차비가 1.59로 위험도가 높다고 한 박은옥 등

(2013)과 상반된 결과였다. [21] 

  소득 4분위수(가족)에서는 유일하게 성인중기에서만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대사증후

군 교차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 대졸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그룹에 비해 학력이 낮을수록 대사증

후군 위험의 교차비가 높았는데 성인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초졸이하 1.715, 중졸 

1.137, 고졸 1.212로 학력이 낮을수록 대사증후군 위험도가 높았고(p<.0001), 연령별 

세그룹에서도 학력이 낮을수록 대사증후군 위험도가 올라감을 확인하였다.

  직업의 유무는 성인초기에만 유일하게 대사증후군 위험에 영향을 미쳤는데 직업이 

없는 군의 교차비는 1.250(p=0.0201)였다. 

  스트레스 인지율에서는 스트레스가 낮은 군에 비해 스트레스가 높은 군의 교차비가 

성인전체 1.139(p=0.0003), 성인초기 1.394(p<.0001), 성인중기 1.636(p=0.0007)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흡연여부에서는 비흡연 또는 과거 흡연에 비해 현재흡연의 교차비가 성인전체 

1.378(p<.0001), 성인초기 1.235(p=0.0213), 성인중기 1.264(p=0.0002)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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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Category

성인

19≦만나이

성인초기 

19≦만나이≦39

성인중기 

40≦만나이≦59

성인후기

60≦만나이

Odds 

ratio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p value
Odds 

ratio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p value
Odds 

ratio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p value
Odds 

ratio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p value

Upper Lower Upper Lower Upper Lower Upper Lower

성별 (기준:여자) 1.432  1.337 1.533 <.0001 3.278 2.725 3.944 <.0001 2.352 2.098 2.636 <.0001 0.747 0.674 0.827 <.0001

만 나이 1.039  1.034 1.044 <.0001 1.109 1.092 1.126 <.0001 1.040 1.031 1.049 <.0001 1.020 1.012 1.028 <.0001

연령그룹 (기준:성인초기[19≦만나이≦39]) 

성인중기 40≦만나이≦59 1.390 1.217  1.587 <.0001

성인후기 60≦만나이 1.415 1.147 1.747 0.0012

소득4분위수(가족) (기준:상)

하 1.203 1.100 1.315 <.0001 1.124 0.896 1.410 0.3109 1.385 1.199 1.601 <.0001 1.123 0.982 1.283 0.0899

중하 1.137  1.042 1.240 0.0040 1.011 0.806 1.266 0.9273 1.242 1.079 1.431 0.0026 1.154 1.012 1.316 0.0325

중상 1.104  1.013 1.204 0.0238 1.047 0.835 1.313 0.6882 1.203 1.046 1.384 0.0096 1.083 0.953 1.231 0.2227

교육수준 (기준:대졸이상) 

※ 졸업은 현 학력으로, 수료․중퇴․재학/휴학은 이전 학력으로 분류

초졸이하 1.715 1.541 1.908 <.0001 2.096 0.845 5.199 0.1104 2.193 1.772 2.714 <.0001 1.426 1.215 1.672 <.0001

중졸 1.137  1.042 1.240 <.0001 2.462 1.499 4.045 0.0004 1.508 1.263 1.800 <.0001 1.204 1.012 1.431 0.0357

고졸 1.212 1.122 1.310 <.0001 1.342 1.125 1.601 0.0011 1.269 1.135 1.419 <.0001 1.241 1.052 1.463 0.0103

직업(기준:있음) 0.994 0.928 1.064 0.8543 1.250 1.036 1.508 0.0201 1.033 0.913 1.169 0.6048 1.080 0.979 1.191 0.1251

스트레스 인지율(기준:스트레스 적게느낌) 1.139 1.062 1.222 0.0003 1.394 1.189 1.636 <.0001 1.204 1.082 1.341 0.0007 0.913 0.813 1.026 0.1283

흡연여부(기준:비흡연 또는 과거흡연) 1.378 1.265 1.500 <.0001 1.235 1.032 1.478 0.0213 1.264 1.115 1.433 0.0002 1.126 0.967 1.311 0.1253

Table 3.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relating factors of metabolic syndrome



- 10 -

3. 성인의 스트레스인지율과 흡연여부에 따른 대사증후군의 교차비

  대사증후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한 후 흡연여부 및 스트레스인지

율에 따라 나눈 네 그룹의 대사증후군 유병에 대한 영향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Table 4] 

  만 19세 이상 성인에서는 ‘비흡연 또는 과거 흡연자면서 스트레스 낮은군’에 비해 

대사증후군 위험 교차비가 ‘현재 흡연자면서 스트레스 높은 군’ 1.727, ‘현재 흡연자

면서 스트레스 낮은 군’ 1.290 ‘비흡연 또는 과거흡연자면서 스트레스 높은군’ 1.086 

순이었다.  

  성인초기의 경우 ‘비흡연 또는 과거 흡연자면서 스트레스 낮은군’에 비해 대사증후

군 위험 교차비가 ‘현재 흡연자면서 스트레스 높은 군’ 1.574, ‘비흡연 또는 과거흡연

자면서 스트레스 높은군’ 1.458, ‘현재 흡연자면서 스트레스 낮은 군’ 1.303 순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성인중기는 ‘현재 흡연자면서 스트레스 높은군’ 1.673, 

‘현재 흡연자면서 스트레스 낮은군’ 1.175 순이었다. 그리고 성인후기에는 ‘흡연 여부 

및 스트레스 인지율’에 따라 대사증후군 위험 교차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Variable/Category

성인 

19≦만나이

성인초기 

19≦만나이≦39

성인중기 

40≦만나이≦59

성인후기

60≦만나이

Odds 
ratio

(P value)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Odds 
ratio

(P value)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Odds 
ratio

(P value)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Odds 
ratio

(P value)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Upper Lower Upper Lower Upper Lower Upper Lower

비흡연 또는 과거흡연자이면서 스트레스 낮은군 1.0 1.0 1.0 1.0

비흡연 또는 과거흡연자이면서 스트레스 높은군
1.086

0.0426
1.003 1.176

1.458

0.0002
1.197 1.776

1.131

0.0561
0.997 1.284

0.920

0.1889
0.812 1.042

현재흡연자이면서 스트레스 낮은군
1.290

<.0001
1.167 1.425

1.303

0.0228
1.038 1.637

1.175

0.0322
1.014 1.361

1.139

0.1322
0.961 1.350

현재흡연자이면서 스트레스 높은군
1.727

<.0001
1.517 1.965

1.674

<.0001
1.314 2.133

1.673

<.0001
1.388 2.017

0.994

0.9679
0.744 1.329

Table 4.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relating factors of metabolic 

syndrome according to the stress perception rate and smoking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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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인의 현재 흡연상태(갑년)에 따른 대사증후군 교차비

  현재 흡연상태(갑년)에 따라 대사증후군 위험의 교차비는 만 19세 이상의 현재 흡

연자 중 0<갑년≦10에 비해 10<갑년≦20이 1.429, 20≦갑년이 1.486로 더 높았

다.[Table 5] 이는 누적흡연량이 늘어날수록 대사증후군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선행연

구결과와 일치하였다.[15,16,17] 하지만 연령별 세 그룹별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현재 흡연자 중 갑년에 대한 대사증후군 위험의 교차비는 만 19세 이상의 성

인 전체 뿐 아니라 연령별 세그룹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Variable/Category

성인 

19≦만나이

N=4292

성인초기 

19≦만나이≦39

N=1514

성인중기 

40≦만나이≦59

N=1856

성인후기

60≦만나이

N=922

Odds 
ratio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Odds 
ratio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Odds 
ratio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Odds 
ratio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Upper Lower Upper Lower Upper Lower Upper Lower

0<갑년≦10 1.0 1.0 1.0 1.0

10<갑년≦20 1.429 1.159 1.762 1.220 0.740 2.009 1.049 0.761 1.447 1.171 0.708 1.935

20<갑년 1.486 1.093 2.020 2.417 0.888 6.578 1.023 0.661 1.584 1.018 0.568 1.824

현재흡연자의 갑년 1 0.991 1.009 1.008 0.965 1.052 1.012 0.999 1.025 0.997 0.985 1.010

Table 5.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relating factors of metabolic 

syndrome  according to Current smoker’s smoking status(pack/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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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인초기의 일반석 특성에 따른 대사증후군 유병률

   본 연구는 만 19세에서 만 39세 성인 649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중 남성이 

3041명, 여성이 3451명이었다. 인구학적 특성인 성별, 소득 4분위수(가족), 교육수준, 

직업재분류 및 실업/비경제활동상태, 직업유무와 생활습관요인인 평소 스트레스 인지

정도, 스트레스인지율, 흡연여부 및 현재 흡연자 중 갑년 그룹 및 현재흡연자의 갑년

에서 모두 P value < 0.05으로 유의하였다.[Table 6] 성별에 따른 대사증후군의 유

병률은 남성은 19.4% 여성은 7.07%로 남성이 높았고, 소득 4분위수(가족)에 따른 대

사증후군 유병률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았는데, ‘소득수준 하 14.69%’, ‘소득수준 

중하 12.94%’, ‘소득수준 중상 12.37%’, ‘소득수준 상 11.39%’ 순이었다. 교육수준

에 따른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중졸 25.24%’, ‘초졸이하 21.88%’, ‘고졸 12.68%’, 

‘대졸 이상 12.33%’ 순으로 중졸 및 초졸이하 의 유병률이 높았다. 직업재분류 및 실

업/비경제활동상태에 따른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2.14 %’, 

‘기능원, 장차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8.71%’, ‘단순노무종사자 15.86%’,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3.61%’, ‘사무종사자 13.21%’,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11.05%’, ‘무직 10.63%’ 순이었다. 직업의 유무에 따라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직업이 

있는 군 13.83%’, ‘직업이 없는 군 10.63%’으로 직업이 있는군이 높았다. 평소 스트

레스 인지정도에 따라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대단히 많이 느낀다 16.91%’, ‘많이 느

끼는 편이다 14.75%’, ‘조금 느끼는 편이다 11.63%’, ‘거의 느끼지 않는다 10.99%’ 

순이었고 스트레스 인지율에 따라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스트레스 많이 느낌 

15.13%’, ‘스트레스 적게 느낌 11.54%’ 순이었다. 흡연여부에 따라 대사증후군 유병

률은 현재흡연 20.61%, 과거흡연 또는 비흡연 10.43% 순으로 현재흡연자가 높았다. 

또한 현재 흡연자의 갑년별 세그룹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20 ≦ 갑년 49.3%’, ‘10< 

갑년 ≦ 20 29.66%’, ‘0< 갑년 ≦ 10 15.92%’ 순이었다. 또한 대사증후군 있는 현재

흡연자의 갑년 평균값은 10.7246±0.4432, 대사증후군이 없는 현재흡연자의 갑년 평균값

은 7.0951±0.1772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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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ies

Prevalence(N=6492)

t or ɤ2 p valueNON-MS(N=5658) MS(N=834)

M±SE or n(%)

General characteristics

성별
남자 2451(80.6) 590(19.4) 219.5404 <.0001

여자 3207(92.93) 244(7.07)

연령군
20대(19≦만나이≦29) 2624(92.75) 205(7.25) 140.4463 <.0001

30대(29≦만나이≦39) 3034(82.83) 629(17.17)

소득4분위수(가족)

하 1394(85.31) 240(14.69) 8.3090 0.0400

중하 1406(87.06) 209(12.94)

중상 1417(87.63) 200(12.37)

상 1423(88.61) 183(11.39)

교육수준

※졸업은 현 학력으로, 

수료․중퇴․재학/휴학은 이전 

학력으로 분류

초졸이하 25(78.13) 7(21.88) 17.4881 0.0006

중졸 77(74.76) 26(25.24)

고졸 2024(87.32) 294(12.68)

대졸이상 3321(87.67) 467(12.33)

직업 재분류 및 

실업/비경제활동상태

※군인 제외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244(86.39) 196(13.61) 39.2262 <.0001

사무종사자 920(86.79) 140(13.21)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781(88.95) 97(11.05)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9(67.86) 9(32.14)

기능원, 장차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404(81.29) 93(18.71)

단순노무종사자 191(84.14) 36(15.86)

무직 1867(89.37) 222(10.63)

직업
없다 1867(89.37) 222(10.63) 12.7576 0.0004

있다 3559(86.17) 571(13.83)

Lifestyle and mental health characteristics

평소 스트레스 인지정도

대단히 많이 느낀다. 339(83.09) 69(16.91) 18.7981 0.0003

많이 느끼는 편이다. 1635(85.25) 283(14.75)

조금 느끼는 편이다. 3099(88.37) 408(11.63)

거의 느끼지 않는다. 551(89.01) 68(10.99)

스트레스 인지율 스트레스 적게 느낌 3650(88.46) 476(11.54) 17.2013 <.0001

스트레스 많이 느낌 1974(84.87) 352(15.13)

흡연여부

과거흡연 또는 비흡연 4422(89.57) 515(10.43) 107.3591 <.0001

현재흡연 1202(79.39) 312(20.61)

현재 흡연자의

갑년(pack/year)그룹

0< 갑년 ≦ 10 924(84.08) 175(15.92) 67.0768 <.0001

10< 갑년 ≦ 20 230(70.34) 97(29.66)

20 ≦ 갑년 36(50.7) 35(49.3)

현재흡연자의 갑년 1179(7.0951±0.1772) 307(10.7246±0.4432) -7.60 <.0001

Table 6. The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in aged 19 to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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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인초기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사증후군 교차비

  성인초기에서 대사증후군 관련요인에 대한 분석은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P<0.05을 

기준으로  대사증후군 유병률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대사증후군 위험 교차비가 여자에 비해 남자가 성인초기 3.278, 20대 

2.573, 30대 3.828로 높았고, 그 중 30대 남자의 대사증후군 위험이 제일 높았다. 

  연령에서는 연령이 1살 많아짐에 따라 대사증후군 위험 교차비는 성인초기 1.109, 

20대 1.108 30대 1.077 였고, 연령군별 비교에서는 20대에 비해 30대의 교차비는 

1.183로 20대에 비해 30대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대사증후군 위험이 더 높았는데, 

이는 20대에 비해 30대의 교차비가 더 높았던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바탕으

로 한 배연숙 등 연구(2019)와 일치했다[23] 

  소득 4분위수(가족) 네 그룹에 따른 대사증후군 위험은 성인초기 및 20대와 30대에

서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지 않았고, 교육수준에서는 교차비가 성인초기는 대졸이상

에 비해 중졸이 2.462 고졸이 1.345 이었고, 30대에서는 대졸이상에 비해 중졸이 

2.98, 고졸이 1.627 였으나 20대는 교육수준에 따른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해 30-49세 성인에서 대졸 미만

의 교육 수준이 여자의 대사증후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현미(2016)[22]와 일치한다.  

 스트레스가 낮은 군에 비해 스트레스가 높은 군의 교차비가 성인초기 1.394, 20대 

1.824, 30대는 1.216로 20대의 대사증후군 위험이 1.824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비흡연 또는 과거흡연군에 비해 현재흡연군의 대사증후군 위험 교차비는 성

인초기 1.458, 20대 2.049 였고 30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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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Category

19≦만나이≦39 19≦만나이≦29 30≦만나이≦39

Odds 
ratio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P value

Odds 
ratio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P value

Odds 
ratio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P value

Upper Lower Upper Lower Upper Lower

성별(기준:여자) 3.278 2.725 3.944 <.0001 2.573 1.828 3.622 <.0001 3.828 3.033 4.832 <.0001

만 나이 1.109 1.092 1.126 <.0001 1.108 1.044 1.177 0.0008 1.077 1.041 1.114 <.0001

30≦만나이≦39

(기준:19≦만나이≦29)
1.183 0.830 1685 0.3533

소득 4분위수(가족)(기준:상)

하 1.124 0.896 1.410 0.3109 1.180 0.779 1.789 0.4558 1.042 0.793 1.369 0.7658

중하 1.011 0.806 1.266 0.9273 1.058 0.694 1.612 0.7779 0.958 0.732 1.254 0.7557

중상 1.047 0.835 1.313 0.6882 0.868 0.558 1.349 0.5231 1.107 0.849 1.445 0.4528

교육수준(기준:대졸이상)

※졸업은 현 학력으로, 수료․중퇴․재학/휴학은 이전 학력으로 분류

초졸이하 2.096 0.845 5.199 0.1104 2.991 0.332 26.918 0.3468 2.169 0.808 5.820 0.1242

중졸 2.462 1.499 4.045 0.0004 1.348 0.387 4.691 0.6190 2.980 1.710 5.191 0.0001

고졸 1.342 1.125 1.601 0.0011 0.993 0.690 1.428 0.9770 1.627 1.318 2.010 <.0001

직업(기준:있음) 1.250 1.036 1.508 0.0201 1.450 1.061 1.981 0.0196 1.320 1.027 1.697 0.0304

스트레스 인지율

(기준:스트레스 적게느낌)
1.394 1.189 1.636 <.0001 1.824 1.349 2.467 <.0001 1.216 1.006 1.471 0.0429

흡연여부

(기준:비흡연 또는 과거흡연)
1.235 1.032 1.478 0.0213 1.259 0.899 1.765 0.1805 1.214 0.980 1.503 0.0757

Table 7.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relating factors of metabolic 

syndrome in aged 19 to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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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인초기의 스트레스, 흡연상태에 따른 대사증후군 진단요소별 유병률

   대사 증후군 5개의 진단기준 중 1∼2개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사증후군 주의군은 

39.72% (2,579명), 3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사증후군은 12.85%(834명) 으로 

나타났다.[Table 8] 스트레스 인지에 따른 대사증후군 여부와 대사증후군 위중도(MS 

score)를 살펴보면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은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일수록 높아졌으며, 

집단간 차이는 유의하였다(p=.0003). 또한 대사증후군 점수가 5점인 집단의 비율 또

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높아졌다. 이와 반대로 대사증후군 위중도(MS score)가 0점

인 집단의 비율은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낮아졌다.(p＜.0041) 

  스트레스 인지 네 그룹을 다시 두 그룹으로 나눈 스트레스인지율을 비교했을 때 대

사증후군 위중도(MS score) 3점 이상, 즉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그룹에서 스트레

인지율이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에 비해 대사증후군 위중도(MS score)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흡연여부에 따른 대사증후군 여부를 보면 현재 흡연자 중 대사증후군의 비율이 

20.61%(312명)로 과거흡연 또는 비흡연자 10.43%(515명)에 비해 10.18% 높았다. 

그리고 흡연자에서 대사증후군 위중도(MS score)의 비율이 모두 높았다.(p<.0001) 

현재 흡연자에서 갑년 그룹별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0<갑년≦10 16.07%(180명), 10

<갑년≦20 29.66%(97명), 20≦갑년 49.30%(35명)으로 증가하였고 대사증후군 위중

도(MS score) 3점 이상, 즉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군에서 갑년 그룹 누적 흡연량

이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에 비해 대사증후군 위중도(MS score)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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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 Metabolic Syndrome; Non-MS: Non-Metabolic Syndrome. Missing cases are included

Variable/Category

NON-MS

N=5658

MS

N=834 p(t)

MS score

0

N=3079

1

N=1704

2

N=875

3

N=496

4

N=271

5

N=67 p(F)

n(%) n(%)

평소 스트레스 

인지정도

대단히 많이 느낀다.
339

(83.09)

69

(16.91)
0.0003

173

(42.40)

108

(26.47)

58

(14.22)

36

(8.82)

26

(6.37)

7

(1.72)
0.0041

많이 느끼는 편이다.
1635

(85.25)

283

(14.75)

882

(45.99)

479

(24.97)

274

(14.29)

163

(8.50)

92

(4.80)

28

(1.46)

조금 느끼는 편이다.
3099

(88.37)

408

(11.63)

1696

(48.36)

938

(26.75)

465

(13.26)

256

(7.30)

124

(3.54)

28

(0.80)

거의 느끼지 않는다.
551

(89.01)

68

(10.99)

312

(50.40)

168

(27.14)

71

(11.47)

36

(5.82)

168

(4.52)

4

(0.65)

스트레스인지율
스트레스 적게 느낌

3650

(88.46)

476

(11.54)
<.0001

2008

(48.67)

1106

(26.81)

536

(12.99)

292

(7.08)

152

(3.68)

32

(0.78)
0.0001

스트레스 많이 느낌
1974

(84.87)

352

(15.13)

1055

(45.36)

587

(25.24)

332

(14.27)

199

(8.56)

118

(5.07)

35

(1.50)

흡연여부

과거흡연 또는 비흡연
4422

(89.57)

515

(10.43)
<.0001

2561

(51.87)

1262

(25.56)

599

(12.13)

321

(6.50)

156

(3.16)

38

(0.77)
<.0001

현재흡연
1202

(79.39)

312

(20.61)

502

(33.16)

431

(28.47)

269

(17.77)

169

(11.16)

114

(7.53)

29

(1.92)

현재흡연자의

갑년(pack/year)

0< 갑년 ≦ 10
940

(83.93)

180

(16.07)
<.0001

417

(37.23)

317

(28.30)

206

(18.39)

98

(8.75)

69

(6.16)

13

(1.16)
<.0001

10< 갑년 ≦ 20
230

(70.34)

97

(29.66)

71

(21.71)

106

(32.42)

53

(16.21)

51

(15.60)

34

(10.40)

12

(3.67)

20 ≦ 갑년
36

(50.70)

35

(49.30)

17

(23.94)

9

(12.68)

10

(14.08)

20

(28.17)

11

(15.49)

4

(5.63)

Table 8. Relationship between Stress perception, Smoking status and MS & MS score in aged 19 to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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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인초기의 스트레스 인지율과 흡연여부에 따른 대사증후군의 교차비

  대사증후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한 후 스트레스인지율 및 흡연여

부에 따라 나눈 네 그룹의 대사증후군 유병에 대한 영향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Table 9] 

  성인초기의 경우 ‘비흡연 또는 과거 흡연자면서 스트레스 낮은군’에 비해 대사증후

군 위험 교차비가 ‘현재 흡연자면서 스트레스 높은 군’ 1.574, ‘비흡연 또는 과거흡연

자면서 스트레스 높은 군’ 1.458, ‘현재 흡연자면서 스트레스 낮은 군’ 1.303 순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20대는 ‘현재 흡연자면서 스트레스 높은군’ 2.120, ‘비

흡연 또는 과거 흡연자면서 스트레스 높은 군’ 2.049 순이었다. 30대는 ‘현재 흡연자

면서 스트레스 높은 군’ 1.47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를 통해 20대 30대 모두 현재흡연자이고 스트레스가 높은군이 대사증후군 위험

도가 높았음을 확인할수 있었고, 이는 만19세–39세 성인들에게 금연과 스트레스관리

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당위점을 시사한다.

 

Variable/Category

19≦만나이≦39 19≦만나이≦29 30≦만나이≦39

Odds 
ratio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P value
Odds 
ratio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P value
Odds 
ratio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P value

Upper Lower Upper Lower Upper Lower

비흡연 또는 과거흡연자이면서 스트레스 낮은군 1.0 1.0 1.0

비흡연 또는 과거흡연자이면서 스트레스 높은군 1.458 1.197 1.776 0.0002 2.049 1.422 2.954 0.0001 1.218 0.961 1.544 0.1033

현재흡연자이면서 스트레스 낮은군 1.303 1.038 1.637 0.0228 1.478 0.955 2.289 0.0796 1.216 0.927 1.594 0.1577

현재흡연자이면서 스트레스 높은군 1.674 1.314 2.133 <.0001 2.120 1.316 3.415 0.0020 1.475 1.111 1.959 0.0072

Table 9.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Stress perception 

and Smoking status in aged 19 to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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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본 연구에서는 2016-2019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만 19세-39세의 성

인초기에서 대사증후군에 대한 스트레스와 흡연의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만 19

세-39세 성인초기 대상자 6,492명에서 대사증후군 5개 요건 중 1-2개의 요건을 충

족하는 대사증후군 주의군은 39.72% (2,579명), 3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사증

후군은 12.85%(834명) 으로 나타났다.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12.85%로 연령대별 세 

그룹 중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가장 낮았고, 이는 2016년 성인초기 대사증후군 유병률

(13.9%)보다 조금 낮았지만[23] 성인초기에서 20대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7.25%, 

30대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17.17%로 이는 2010-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결과 20대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4.5%, 30대의 유병률이 10.6%였던 

것과 비교하여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24]  

  성인초기의 여자에 비해 남자의 대사증후군 유병 위험이 3.278배로 성인중기가 

2.352 성인후기가 0.747 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성인초기의 남자의 대사증후군 유병

위험이 가장 높았다. 또한 성인초기를 연령별로 나누어 교차비를 확인한 결과 20대에

서는 2.573배, 30대에서는 3.828배로 여자에 비해 남자의 대사증후군 유병위험이 20

대보다 30대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남자가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높고[23], 30세 이상에서 남자가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더 높으며[24] 30-40대 성인

에서도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은 남자가 더 높았다는[22] 것과 일치했다.

  여자보다 남자가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높은 것은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1998-2018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남자가 여자에 비해 당뇨

병, 고혈압, 비만,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폭음, 월간음주율, 흡연율등이 높았기 

때문으로 이를 바탕으로 성인 초기인 20-30대 남성을 대상으로 한 생활습관 교정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활발한 활동이 필요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11] 

  또한 성인초기에서 연령이 1 증가함에 따라 대사증후군 유병위험은 1.109배, 20대

에서는 1.108배, 30대 1.077배 높았는데, 특히 30대보다 20대에서 연령이 1살 증가

함에 따른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소득4분위수(가족)에 따른 대사증후군 위험은 성인초기 및 20대, 30대에서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성인중기에서만 소득이 낮을수록 대사증후군 위험이 높았는

데 소득수준 ‘상’에 비해 ‘하’는 1.385배, ‘중하’는 1.242배, ‘중상’은 1.203배 대사증

후군의 위험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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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수준에 따른 대사증후군 위험은 성인초기에서 대졸이상인 그룹에 비해 중졸이 

2.462배, 고졸이 1.342배, 30대에서는 중졸이 2.98배, 고졸이 1.627배로 성인중기, 성

인후기 비해 유병위험이 높았으나, 20대에서는 교육수준이 대사증후군의 위험에 영향

이 없었다. 이는 제 5기 국민건강영양조사로 추정한 20세 이상 성인에서 초졸학력에 

비해 고졸학력에서만 교차비가 0.0.52로 낮았던 것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여 학력이 

낮을수록 대사증후군 위험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들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21] 

  직업의 유무에 따른 대사증후군의 위험은 연령별 세 그룹 중 유일하게 성인초기에

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직업이 없는 그룹의 대사증후군 위험이 1.25배 높았

다. 또한 20대에서는 1.45배, 30대 1.32배로 20대의 직업이 없는 그룹이 30대보다 

대사증후군 유병 위험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인초기 스트레스 인지에 따른 대사증후군의 유병률 및 위중도(MS score)는 스트

레스가 높은 집단일수록 높아졌으며(p=.0003), 스트레스 인지율에 따라 대사증후군 

위중도(MS score)비율을 비교했을 때 3점 이상, 즉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그룹에

서 스트레스인지율이 높은 그룹이 높았으며(P=0.0001), 스트레스인지율에서 성인초기

의 스트레스가 높은 군의 대사증후군 위험이 1.394배 (p<.0001)로 성인중기보다 높

았고 20대에서는 1.824배 (p<.0001), 30대에서는 1.216배 (p=0.0429) 높아 20대가 

30대보다 스트레스 인지율이 높을수록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는 배연숙 등(2019) 연구에서 20-30대 중 스트레스가 높은 군은 스트레스가 

낮은 군에 비해 복부비만이 약 3배, 고밀도지질단백질 콜레스테롤은 3.8배, 중성지방 

증가는 3.1배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된 것과 일치한다.[25] 또한 그 외에도 20세 이상 

성인에서 최저 스트레스 집단에 비해 스트레스를 크게 인지하는 집단이 혈중 HDL콜

레스테롤(HDL), 고혈압(HBP), 공복혈당(FBS)이 상승, 대사증후군은 증가하였다는 연

구결과도 있었다.[26]

  흡연여부에 따른 대사증후군 여부를 보면 현재 흡연자 중 대사증후군의 비율이 

20.61%(312명)로 과거흡연 또는 비흡연자 10.43%(515명)에 비해 10.18% 높았다. 

그리고 흡연자에서 대사증후군 위중도(MS score)의 비율이 모두 높았다.(p<.0001) 

현재 흡연자에서 갑년 그룹별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0<갑년≦10 16.07%(180명), 10

<갑년≦20 29.66%(97명), 20≦갑년 49.30%(35명)으로 증가하였고 대사증후군 위중

도(MS score) 3점 이상, 즉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군에서 갑년 그룹 누적 흡연량

이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에 비해 대사증후군 위중도(MS score)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p<.0001)

 그리고 흡연여부에 따라 비흡연 또는 과거흡연자보다 성인초기 현재흡연자의 대사증

후군의 위험이 1.235배(p=0.0213) 성인중기는 1.264배(p=0.0002)로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으나, 성인후기 및 20대와 30대에서는 흡연여부에 따른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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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인초기에서 현재 흡연자의 갑년이 1 증가함에 따라 대사증후군 점수 3점이상, 즉 

대사증후군 유병율은 증가하였으나(P<.0001) 현재 흡연자의 갑년 세 그룹과 대사증후

군의 위험은 성인초기, 성인중기, 성인후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만 19

세 이상 성인전체에서만 0<갑년≦10 보다 10<갑년≦20이 대사증후군 위험이 1.429

배(p=0.0013), 20≦갑년이 대사증후군 위험이 1.486배(p=0.0034) 높았다. 이는 6281

명의 성인남자 전체를 대상으로 비흡연자에 비해 10<갑년≦20이 1.28배, 20≦갑년이 

1.38배 높았던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15] 하지만 성인 초기에서 현재흡연자의 누적

흡연량에 따른 대사증후군 위험과 관련성은 없음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현재흡연의 여부는 대사증후군의 위험도를 높이는 위험인자

임이 틀림없으며 2019년 기준, 만19-29세 24.8% 만30-39세 24%로 인구의 1/2 비

율을 차지하며, 남자의 경우 30대(39.2%), 여자는 20대(10.2%)가 현재 흡연율이 매

우 높기에[27] 이 연구결과만으로 누적흡연량이 대사증후군 위험과 관련이 없다고 단

정짓기는 어렵다.

 추가로 스트레스인지율과 흡연여부에 따른 네그룹과 대사증후군 위험과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비흡연 또는 과거 흡연자이면서 스트레스 낮은군’에 비해 ‘비흡연자 또는 

과거 흡연자이면서 스트레스 높은 군’은 대사증후군 위험이 1.458배(p=0.0002), ‘현재 

흡연자이면서 스트레스 낮은군’은 1.303배(p=0.0228), ‘현재 흡연자이면서 스트레스 높

은군’은 1.674배(p<.0001) 높았다. 그리고 ‘현재 흡연자이면서 스트레스 높은 군’의 대

사증후군 위험이 20대에서는 2.12배(p=0.0020), 30대에서는 1.475배(p=0.0072)로 20

대가 대사증후군 위험이 더 높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20대에서만 ‘비흡연 또는 

과거흡연자이면서 스트레스 높은 군’이 대사증후군 위험이 2.049배(p=0.0001) 높음을 

알수 있었는데 이는 20대에서는 특히 스트레스 인지율이 높은 것만으로도 대사증후군

의 위험이 커짐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성인초기에서 흡연여부 및 스트레스인지율에 

따른 네 그룹과 대사증후군 위험과의 관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 22 -

Ⅴ.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만 19세-39세 성인초기 대상자 6,492명 중 본 연구에서 성인초기

에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의 유무에 따라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 또한 스트레스 인지율에 따라 스트레스가 높은 군, 흡연여부에 따라 

현재 흡연 중인 그룹에서 각각 대사증후군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

히 20대에서 스트레스 인지율이 높을수록 대사증후군 위험도가 더 높았다. 하지만 성

인초기를 연령별로 20대 30대로 구분하여 비교했을 때 두 그룹 모두 흡연여부에 따

른 대사증후군에 대한 영향이 없었다.[Table 7]  

  이에 스트레스와 흡연이 동시에 대사증후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대사증

후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한 후 흡연여부 및 스트레스인지율에 따

라 나눈 네 그룹의 대사증후군 유병에 대한 영향정도를 살펴보았고 ‘비흡연자 또는 

과거흡연자이면서 스트레스가 낮은 군’에 비해 ‘비흡연자 또는 과거흡연자이면서 스트

레스가 높은 군’, ‘현재 흡연자이면서 스트레스 낮은 군’ ‘현재 흡연자이면서 스트레스 

높은 군’인 세 그룹의 교차비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또한 성인초기

를 연령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30대보다 20대에서 ‘비흡연자 또는 과거

흡연자이면서 스트레스가 낮은 군’에 비해 ‘현재 흡연자이면서 스트레스 높은 군’의 

대사증후군 위험도가 더 높았으며, 20대에서만 ‘비흡연 또는 과거흡연자이면서 스트

레스 높은 군’이 대사증후군 위험도가 높음이 확인되었다.[Table 9] 30대에서는 ‘비

흡연 또는 과거흡연자이면서 스트레스 높은 군’의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특히 20대에서 스트레스 관리가 대사증후군 위험도 감

소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성인초기 혹은 20대, 30대에서 모두 ‘스

트레스가 높으면서 현재 흡연자인 그룹의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유의하게 높다는 결

과를 바탕으로 처음 성인으로 생활습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19세-39세의 성

인초기에 집중적인 금연 및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대사증후군 주의군이 질병으로 이

환되는 것을 막고, 대사증후군을 예방하여 국내 만 19세-39세의 성인초기에서 비감

염성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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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stress and smoking on metabolic syndrome in 
adults aged 19 to 39 using 2016-2019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Young-Joo Won
Department of Epidemiology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un-Ha Jee, Ph.D.)

background : The metabolic syndrome is what of Non-Communicable Disease(NCD) 

and stress and smoking is the risk factor of the metabolic syndrome. 

Objectives : This study was secondary analysis study using the 2016-2019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data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smoking and stress affecting the metabolic syndrome in adults aged 19 to 39 

.metabolic syndrome is defined based on  ATP III criteria (NHLBI, 2002) and 

Korea obesity clinical practice guidelines(2018).

Method : From 2016 to 2019, the database of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conducted, data of 6492 adults in aged 

19 to 39 who responded to all the questionnaires of health interview and had 

metabolic syndrome in the health examination were included in this analysis. 

SAS 9.4 was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This data was analyzed through the 

use of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χ2-test,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p<.05) 

Result : The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was 12.85% in 19-39 years and 

7.25% in 20s and 17.17% in 30s(p<.0001). The prevalence of stress perception 

that high group was 15.13% and low group  was 11.54%.(p<.0001). The 

prevalence of smoking status was 10.43% for past smoking or non-smoking, 

and 20.61% for current smoking.(p<.0001). The prevalence of metab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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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drome in each pack/year group was 15.92% for 0 <pack/year≦10, 29.66% 

for 10 <pack/year≦20, and 49.3% for 20≦pack/year. The average value of 

pack/year in current smoking with metabolic syndrome was 10.7246±0.4432. 

(P<.0001). 

From 19 to 39, The OR of high stress group’s metabolic risk was 1.394(95% 

CI=1.189-1.636, <.0001) than low stress group.(<.0001). The OR of high stress 

group’s metabolic risk is higer in 20s(1.824, 95%CI=1.349-2.467, <.0001) than 

30s(1.216, 95% CI=1.006-1471, 0.0429). From 19 to 39, The OR of current smoking’s 

metabolic risk was 1.235 than past smoking or non-smoking.(95%CI=1.032-1.478 

p=0.0213) However, smoking status was not related to the risk of metabolic syndrome 

in each of their 20s and 30s.

From 19 to 19, compared to ‘the non-smoking or past smoking and low stress 

group’, OR of ‘the non-smoking or past smoking and high stress group’ was 

1.458(95%CI=1.197-1.776, p=0.0002) and OR of ‘the current smoking and low 

stress group’ was 1.303(95%CI=1.038-1.637, p=0.0228) and OR of ‘the current 

smoking and high stress group’ was 1.674(95%CI=1.314-2.133, <.0001)

OR of the ‘current smoking and high stress group’ in their 20s was higher(2.12, 

95%CI=1.316-3.415, p=0.002) than in their 30s(1.475, 95%CI=1.111-1.959, 

p=0.0072). In their 20s only, the OR of the 'non-smoking or past smoking and 

high stress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2.049, 95%CI=1.422-2.954, 

p=0.0001). In their 30s, the risk of metabolic syndrome in the "non-smoking or 

past smoking and high stress group"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clusion : After controlling the factors affecting metabolic syndrome in the 

population aged 19 to 39, the relationship between metabolic syndrome and 

four groups classified according to smoking status and stress percep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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