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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We aimed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marital status and metabolic syndrome, and observed how 

their lifestyle may influence within their relationship.

Methods: We analyzed the data from 12,288 Korean men over 20 years old taking a health checkup in a university hospital 

in Ulsan from March 2008 to February 2009. The subjects were classified as married, unmarried, separated, widowed, 

and divorced. The odds ratios for metabolic syndrome in each marital status were calculated after adjusting for age, 

educational level, and family income. In only married men and divorced men, odds ratios were calculated again after 

adjusting for alcohol intake, smoking, or exercise added to age, educational level, and family income. 

Results: After adjustment for age, educational level, and family income, the odds ratio for metabolic syndrome in divorced 

men was 1.48 (95% confidence internal [CI], 1.03 to 2.12; P = 0.03) compared to married men. However, the odds ratios in 

divorced men decreased to 1.47 (95% CI, 0.97 to 2.24; P = 0.07) after adjusting for alcohol intake added to age, educational 

level, and family income, 1.42 (95% CI, 0.99 to 2.04; P = 0.06) after adjusting for smoking added, 1.35 (95% CI, 0.93 to 

1.96; P = 0.12) after adjusting for exercise added, and 1.37 (95% CI, 0.89 to 2.12; P = 0.15) after adjusting for alcohol intake, 

smoking, and exercise added. 

Conclusion: Divorced men were likely to have metabolic syndrome compared to married men and this finding may be 

mediated by their bad life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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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1,2)에 의하면 우리나라

는 OECD의 30개 회원국들 중에서1970년부터 2006년 사이에 

이혼율이 3번째로 빠르게 상승한 나라이며 1980년에 0.6건이

었던 조이혼율(crude divorce rate)은 2004년 2.9건으로 증가해 

OECD의 25개 가입국의 평균인 2.2건보다 높다. 

이혼이나 사별과 같은 결혼상태의 변화는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결혼상태와 사망률이나 심혈관질환과의 관련

성에 대한 연구들은 대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 

비해 결혼한 적이 없거나 별거, 이혼, 사별을 경험한 사람들에

게서 사망률이 높음을 보고하고 있다.3-12) 40-59세의 영국남

자 7,735명을 11.5년간 추적한 Ebrahim 등5)의 연구에서는 이혼

한 남자가 결혼한 남자에 비해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할 위험

이 1.9배 높았고 심혈관질환이 아닌 질병으로 사망할 위험이 

4배 높았다. 40-79세의 일본남자 94,062명을 10년간 추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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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eda 등9)의 연구에서 이혼한 남자는 결혼한 남자에 비해 심혈

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1.64배 높았고 전체사망이 1.49배 높

았다. 결혼여부에 따라 건강상태에 차이가 있는 이유를 Joung 

등13)은 결혼여부에 따른 생활습관의 차이 때문이라고 주장하

였다.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소인 복부비만, 고중성지방혈증, 낮

은 저밀도 지단백콜레스테롤, 고혈당, 고혈압을 특징으로 하

는 대사증후군은 결혼상태와 심혈관질환 사이의 관련성을 연

구하는데 있어서 임상적으로 유용하다.14) 국내에는 결혼상태

와 심혈관질환뿐만 아니라 결혼상태와 건강을 함께 다룬 연

구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저자들은 건강 검진자를 대상

으로 결혼상태와 대사증후군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생활습

관의 차이가 결혼상태와 대사증후군 사이에 어떻게 관여하는

지를 규명하기 위해 이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1. 대상
이 연구는 2008년 3월부터 2009년 2월 사이에 울산광역시

의 한 대학병원의 건강증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20세 

이상 남자 12,288명의 건강검진 자료를 분석한 단면연구이다. 

이 기간 동안에 20세 이상 남자 13,919명이 건강검진을 받았

고 이들 중 검진 당시에 항암치료를 받고 있었거나 검진에서 

암이 진단되었거나 의심되는 64명과 결혼상태에 대한 정보가 

없는 900명을 제외하였다. 남은 12,955명 중 결혼상태의 5가지 

경우인 결혼, 미혼, 별거, 사별, 이혼의 예를 모두 포함하고 있

는 나이의 범위를 확인하여 여기에 해당되는 31-62세의 남자 

12,288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90% 이상이 직장

근로자이거나 그들의 가족이었고 직장에서 비용을 제공하는 

단체 검진자였다

2. 자료수집 및 변수
대상자들은 건강검진을 위해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했을 

때 나이, 생활습관, 가구수입, 병력 등에 관한 설문지를 작성하

였으며 생활습관에는 음주횟수, 흡연, 운동횟수가 포함되었

고 병력에는 현재 앓고 있는 질병, 복용중인 약물, 가족력이 포

함되었다. 키, 몸무게, 허리둘레, 혈압을 측정하였고 혈액검사

로 일반혈액검사와 생화학검사, 복부초음파검사, 위내시경검

사 등이 시행되었다. 

결혼상태는 검진자가 설문지에 기록한 내용에 따라 미혼, 

결혼, 별거, 이혼, 사별로 분류하였다. 대사증후군의 진단은 

NCEP-ATP III 200115)를 따랐고 허리둘레는 한국남자의 기준

인 ≥90 cm를 적용하여16) 다음 5가지 항목 중에 3가지 이상을 

만족할 경우에 대사증후군으로 정의하였다.

1) 허리둘레: 90 cm 이상

2) 중성지방: 150 mg/dL 이상

3) 고밀도 지단백콜레스테롤:  40 mg/dL 이하

4) 혈압: 130/85 mmHg 이상

5) 공복혈당: 100 mg/dL 이상

체질량지수는 체질량지수=체중(kg)/신장(m2)로 계산하

였다. 허리둘레는 12번째 늑골의 하단부와 장골능의 상단부 

사이의 중간지점에서 측정하였다. 혈압의 측정은 2 mmHg를 

단위로 간호사가 수은혈압계로 1회 측정하였다. 검진자는 혈

압측정을 하기 전에 5분 이상 앉은 자세로 안정을 취하도록 하

였으며 혈압측정을 할 때는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상지가 심

장높이가 되도록 탁자 위에 팔을 올려 놓은 상태로 측정하였

다. 혈액검사에서 중성지방, 고밀도 지단백콜레스테롤, 공복

혈당은 대사증후군의 정의에 따라 분류하였다. 

음주, 흡연, 운동, 교육수준, 가구수입은 모두 3군으로 분

류하였는데 음주는 주당 음주횟수를 기준으로 1번 미만, 1-2

번, 3번 이상, 흡연은 현재흡연자, 과거흡연자, 비흡연자, 운동

은 주당 운동 횟수를 기준으로 1회 미만, 1-2회, 3회 이상, 교육

수준은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전문대 이상, 가구수입은 가족

전체의 수입을 기준으로 200만원 미만, 200-400만원, 400만원 

초과로 하였다. 

3. 분석방법 및 통계처리
결혼상태와 대사증후군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대상자를 결혼상태에 따라 결혼, 미혼, 별거, 사별, 이혼의 

5군으로 나누어 각군의 일반적인 특징들을 연속변수는 일원

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이용하고 범주형 변수는 

Chi-square test와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해 비교하였다. 변수

들 중에서 중성지방, 고밀도 지단백콜레스테롤, 공복혈당은 

오른쪽으로 치우친 분포를 보여 로그변환 후 사용하였다. 각

각의 결혼상태에 따른 대사증후군과 대사증후군의 5가지 구

성요소의 비율을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결혼

상태를 독립변수로 대사증후군유무를 종속변수로 하여 나이, 

교육수준, 가구수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다중로지스틱회귀분

석을 이용하여 결혼을 기준으로 미혼, 별거, 사별, 이혼의 대사

증후군유무에 대한 교차비를 구하였다. 결혼상태와 이혼상태

의 남자만을 대상으로 음주, 흡연, 운동을 추가로 보정한 후 이

혼에 의한 대사증후군의 교차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통계 

패키지 STATA ver. 10.0 (STATA Co., College Station, TX, US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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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male subjects by marital status.

Characteristic
Married

(N = 11,782)

Unmarried

(N = 244)

Separated

(N = 31)

Widowed

(N = 70)

Divorced

(N = 161)
P-value*

Continuous variables  M (SD)

Age (y) 48.8 (6.2)  41.2 (7.8) 50.9 (5.3) 51.0 (6.1) 49.0 (6.0) < 0.001

BMI (kg/m2) 23.9 (2.6)  24.0 (3.0) 22.9 (3.0) 24.1 (2.9) 24.1 (3.0)   0.17

WC (cm) 84.9 (7.1)  84.0 (8.2) 83.2 (8.0) 86.5 (7.8) 85.3 (7.6)   0.05

TG (mg/dL)† 4.76 (0.52)     4.80 (0.58)   4.81 (0.59)  4.70 (0.54)   4.84 (0.55)   0.22

HDL-C (mg/dL)† 3.84 (0.24)     3.84 (0.25)   3.84 (0.31)  3.83 (0.22)  3.86 (0.26)   0.74

SBP (mmHg) 122.4 (10.6)  123.2 (12.7) 122.9 (11.0)      122.8 (11.0) 124.5 (11.0)   0.10

DBP (mmHg) 79.5 (7.1)  79.7 (8.2) 77.8 (8.3) 79.2 (6.8) 80.8 (6.9)   0.12

FBS (mg/dL)† 4.60 (0.15)     4.58 (0.16)    4.69 (0.25)   4.58 (0.15)   4.61 (0.17)      0.002

Categorical variables  % (no.)

Alcohol intake (times/wk)‡,§

< 1 40.9 (3,769) 39.9 (65) 53.3 (16)  40.7 (22)  36.9 (45)   0.01

1-2 44.8 (4,132) 50.3 (82) 26.7 (8)  50.0 (27)  37.7 (46)

≥ 3 14.3 (1,322)    9.8 (16) 20.0 (6)     9.3 (5)  25.4 (31)

Smoking‡,§

Never 19.3 (2,253) 23.3 (56) 16.1 (5)  11.6 (8)  16.3 (26) < 0.001

Former 41.3 (4,809) 21.7 (52) 25.8 (8) 40.6 (28)  31.9 (51)

Current 39.4 (4,597)   55.0 (132) 58.1 (18) 47.8 (33)  51.9 (83)

Exercise (time/wk)‡,§

< 1 20.0 (2,260) 22.8 (49) 46.7 (14) 28.4 (19)  31.6 (48) < 0.001

1-2 53.2 (6,008)   57.2 (123) 33.3 (10) 43.3 (29)  52.6 (80)

≥ 3 26.7 (3,017) 20.0 (43) 20.0 (6) 28.4 (19)  15.8 (24)

Education‡,§

Middle school 15.5 (1,813) 14.5 (35) 27.6 (8) 31.4 (22)  23.9 (37) < 0.001

High school 43.2 (5,047) 38.8 (94) 62.1 (18) 48.6 (34)  52.9 (82)

College 41.2 (4,814)   46.7 (113) 10.3 (3) 20.0 (14)  23.2 (36)

Income (million won/mo)‡,§

< 2  32.1 (3,723) 41.3 (99) 60.0 (18) 47.0 (31)  51.0 (80) < 0.001

2-4  19.8 (2,294) 25.0 (60) 10.0 (3) 22.7 (15)  16.6 (26)

> 4  48.1 (5,569) 33.8 (81) 30.0 (9) 30.3 (20)  32.5 (51)

BMI: body mass index, WC: waist circumference, TG: triglyceride,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FBS: fasting blood sugar.

*Using ANOVA for continuous and chi-square test for categorical variables. †Using log-transformed data. ‡There are subjects with missing 

data. §Percentages may not total 100 because of ro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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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05 미만으로 하였다.  

결과

1. 결혼상태에 따른 대상자의 특성
대상자 12,288명 중 각각 결혼군 11,782명(95.9%), 미혼

군 244명(2.0%), 별거군 31명(2.5%), 사별군 70명(0.6%), 이혼

군 161명(1.3%)이었다(Table 1). 나이는 사별군이 평균51.0세

(6.1)로 가장 많았고 미혼군이 평균 41.2세(7.8)로 가장 적었으

며 결혼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공복혈

당도 결혼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P<0.001) 체질

량지수, 허리둘레, 중성지방, 고밀도 지단백콜레스테롤, 수축

기혈압, 이완기혈압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음주는 1주일에 3번 이상 하는 경우가 이혼군에서 25.4%

로 가장 많았고 사별군에서 9.3%로 가장 적었으며, 흡연은 흡

연자가 별거군에서 58.1%로 가장 많았고 결혼군에서 39.4%로 

가장 적었으며, 운동은 1주일에 3번 이상 하는 경우가 사별군

에서 28.4%로 가장 많았고 이혼군에서 15.8%로 가장 적었다. 

교육수준은 전문대 이상이 미혼군에서 46.7%로 가장 높았고 

별거군에서 10.3%로 가장 낮았으며, 가구수입은 400만원 보

다 많은 경우가 결혼군에서 48.1%로 가장 높았고 별거군에서 

30.0%로 가장 낮았다. 음주, 흡연, 운동, 교육수준, 가구수입 모

두 결혼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음주, P=0.01; 흡연, 

운동, 교육수준, 가구수입, P<0.001).

2. 결혼상태에 따른 대사증후군과 대사증후군 구

성요소의 유병률
결혼군, 미혼군, 별거군, 사별군, 이혼군의 대사증후군 유

병률은 각각 21.3%, 18.4%, 32.3%, 25.7%, 27.3%이었으며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대사증후군 구성요소의 유병률도 결

혼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결혼상태에 따른 대사증후군의 교차비
나이, 교육수준, 가구수입을 보정한 상태에서 이혼군의 

결혼군에 대한 대사증후군의 교차비가 1.48 (95% 신뢰구간, 

Table 2.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and its components according to marital status.

Variable MS* Large WC† High TG‡ Low HDL-C§ High BP∥ High FBS¶

Married (N = 11,782)        21.3 (2,513)        22.5 (2,650)       30.2 (3,563)       26.1 (3,076)       31.7 (3,733)      41.4 (4,877)

Unmarried (N = 244) 18.4 (45) 21.7 (53) 34.4 (84) 24.2 (59) 30.3 (74) 33.6 (82)

Separated (N = 31) 32.3 (10) 22.6 (7) 35.5 (11) 32.3 (10) 45.2 (14) 51.6 (16)

Widowed (N = 70) 25.7 (18) 25.7 (18) 34.3 (24) 24.3 (17) 35.7 (25) 45.7 (32)

Divorced (N = 161) 27.3 (44) 23.0 (37) 34.8 (56) 23.0 (37) 38.5 (62) 42.2 (68)

P-value** 0.11 0.97 0.36 0.74 0.15 0.09

*MS: metabolic syndrome, †WC: waist circumference ≥ 90 cm for men, 85 cm for women, ‡TG: triglyceride ≥ 150 mg/dL,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 40 mg/dL for men, < 50 mg/dL for women,∥BP: blood pressure ≥ 130/85 mmHg, ¶FBS: fasting blood sugar 

≥ 100 mg/dL. **Using chi-square test.

Table 3. Adjusted odds ratios (OR)* of metabolic syndrome 

according to marital status.

Variables OR (95% confidence interval) P-value

Marital status

Married 1

Unmarried 0.88 (0.63-1.24) 0.48

Separated 1.54 (0.68-3.50) 0.31

Widowed 1.29 (0.78-2.26) 0.36

Divorced 1.48 (1.03-2.12) 0.03

Education

≤ Middle school 1

High school 1.05 (0.91-1.20) 0.52

≥ College 1.19 (1.02-1.40) 0.03

Income (million won/mo)

< 2 1

2–4 1.13 (1.00-1.29) 0.06

≥ 4 1.08 (0.96-1.22) 0.20

*B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using marital status, age, 

educational level, and income as independent variables.



Tae-Heum Chung, et al: The Association between Marital Status and Metabolic Syndrome in Korean Men

212  |  Vol. 31, No. 3 Mar 2010 Korean J Fam Med

Tae-Heum Chung, et al: The Association between Marital Status and Metabolic Syndrome in Korean Men

1.03-2.12; P=0.03)로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미혼군, 별거군, 

사별군은 유의하지 않았다(Table 3).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전

문대 이상의 교육수준의 중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에 대한 대

사증후군의 교차비가 1.19 (95% 신뢰구간, 1.02-1.40; P=0.03)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4. 음주, 흡연, 운동을 혼란변수로 추가했을 때 이

혼군의 결혼군에 대한 대사증후군의 교차비 변

화
이혼상태나 결혼상태에 있는 남자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혼군의 결혼군에 대한 대사증후군의 교차비는 나이, 교육

수준, 가구수입을 보정한 상태에서 1.48 (95% 신뢰구간, 1.03-

2.12; P=0.03)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음주횟수를 추가로 

보정했을 때는 1.47 (95% 신뢰구간, 0.97-2.24; P=0.07), 흡연을 

추가로 보정했을 때는 1.42 (95% 신뢰구간, 0.99-2.04; P=0.06), 

운동횟수를 추가로 보정했을 때는 1.35 (95% 신뢰구간, 0.93-

1.96; P=0.12), 음주횟수, 흡연, 운동횟수를 모두 추가로 보정했

을 때는 1.37 (95% 신뢰구간, 0.89-2.12; P=0.15)로 낮아지면서 

모두 통계적인 의의가 소실되었다(Table 4). 

고찰

나이, 교육수준, 가구수입을 보정한 상태에서 이혼군이 결

혼군에 비해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으며(교차비, 1.48; 95% 신뢰구간, 1.03-2.12; P=0.03) 음

주횟수, 흡연, 운동횟수를 추가로 보정했을 때는 통계적인 유

의성이 소실되었다(음주횟수 추가 후 교차비, 1.47; 95% 신뢰

구간, 0.97-2.24; P=0.07 / 흡연 추가 후 교차비, 1.42; 95% 신뢰구

간, 0.99-2.04; P=0.06 / 운동횟수 추가 후 교차비, 1.35; 95% 신뢰

구간, 0.93-1.96; P= 0.12 / 음주, 흡연, 운동추가 후 교차비, 1.37; 

95% 신뢰구간, 0.89-2.12; P=0.15). 

나이, 교육수준, 가구수입만을 보정한 경우 이혼한 남자가 

결혼상태인 남자에 비해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

이 유의하게 높았으나 음주, 흡연, 운동을 추가로 보정했을 때 

통계적인 유의성이 사라진 것은 이혼한 남자가 대사증후군

을 가지게 된 원인으로 음주, 흡연, 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

을 시사한다. 결혼군과 이혼군을 직접 비교해 보면 음주횟수

에 있어서 1주일에 3번 이상 음주하는 비율이 14.3% 대 25.4%

로 이혼군이 유의하게 높았으며(P=0.002) 결과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음주횟수와 대사증후군유무와의 관련성을 보면 주

당 음주횟수가 1번 미만, 1-2번, 3번 이상일 때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각각 19.5%, 21.3%, 24.1%로 음주횟수가 많을수록 유

의하게 증가했다(P=0.001). 그러므로 이혼한 남자가 음주를 

자주 하는 것이 대사증후군의 발생에 관련되어 있다고 여겨

진다. 흡연에 있어서도 현재 흡연자의 비율이 39.4% 대 51.9%

로 이혼군이 유의하게 높았으며(P=0.006) 비흡연자, 과거흡

연자, 현재흡연자에서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각각 18.0%, 

21.8%, 22.9%로 흡연자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01). 따라

서 이혼한 남자가 흡연을 하는 것도 대사증후군의 발생에 관

련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운동에 있어서는 주당 운동횟수가 3

번 이상인 비율이 26.7% 대 15.8%로 이혼군에서 유의하게 낮

았으며(P<0.001) 운동횟수가 1번 미만, 1-2번, 3번 이상 일 때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각각 21.7%, 22.6%, 18.7%로 3번 이상

에서 유의하게 낮았다(P<0.001). 즉 이혼한 남자가 운동을 적

게 하는 것 또한 대사증후군의 발생에 관련되어 있다고 여겨

진다. 이전의 여러 연구들에서도 음주, 흡연, 운동부족은 대사

증후군의 위험요소로 보고하고 있다.15,17-20)

Joung 등13)은 결혼한 사람들이 운동을 더 많이 하고 흡연

이나 과도한 음주는 적게 하며 흡연, 음주, 커피, 아침식사, 운

동, 체질량지수의 차이가 결혼여부에 따른 건강상태의 차이

를 20-36% 설명할 수 있다고 보고 하였다. Wyke와 Ford는21) 결

혼한 사람은 적은 스트레스, 건강한 생활습관, 더 많은 사회적 

지지 때문에 더 건강하다고 하였다. 13,889명의 영국인을 7.1

년간 관찰하여 결혼과 심혈관질환 사망률과의 관련성을 보고

한 Molloy 등22)은 배우자가 없는 상태가 심혈관질환을 일으키

는 요소를 음주, 흡연, 운동과 같은 행동요소와 심리적 고통, 그

리고 비만, 고혈압, 당뇨와 같은 대사이상의 3가지로 나누어 

Table 4. Change of odds ratios (OR)* for metabolic syndrome 

according to adjustment in married or divorced male.

Adjustment for 

Married vs. Divorced

OR
95% confidence 

internal
P-value

Age, education, income 1.48 (1.03-2.12) 0.03

Age, education,

  income + alcohol intake

1.47 (0.97-2.24) 0.07

Age, education,

  income + smoking

1.42 (0.99-2.04) 0.06

Age, education,

  income + exercise

1.35 (0.93-1.96) 0.12

Age, education,

  income + all

1.37 (0.89-2.12) 0.15

*Using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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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였는데 이중 행동요소가 가장 중요하며 별거나 이혼의 

경우에 있어서는 남녀에서 각각 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위험

의 33%와 21%를 행동요소가 차지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결혼상태에 따라 음주, 흡연, 운동이 차이를 보

이고 이러한 차이가 건강상태나 심혈관질환과 관련되어 있다

고 보고한 점에서 이혼한 남자에서 음주, 흡연, 운동이 대사증

후군유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저자들의 결과와 유사하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이 연구의 대상자가 일반인

구를 대표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대상자들은 90% 이상이 근

로자이거나 그들의 가족이며 가구수입이 400만원을 초과하

는 경우가 40.4%였는데 2008년도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소득이 약 39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23) 연구 대상자

들의 사회 경제적인 수준은 도시근로자가구와 비슷할 것으

로 여겨지며, 일반인구 중에서 이혼자의 비율에 대한 공식적

인 자료가 없어서 이 연구의 대상자에서 이혼군이 전체 대상

자의 1.3%를 차지하는 것이 일반인구와 유사한 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2008년도 전국의 조이혼율이 2.4명인데 반

해 이 연구대상자의 주거지역인 울산시의 조이혼율이 2.1명

인 것을 감안하면23) 이 연구에서 나타난 이혼군의 비율은 일

반인구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음주, 흡연, 운동과 같은 

생활습관이 다양한 결혼상태의 원인인지 결과인지를 구별하

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나 생활습관과 결혼상태 사이의 인

과관계와는 관계없이 대사증후군유무와 관련해서는 이혼과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이 함께 대사증후군의 발생에 관여했

을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별거군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수가 적어서 이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이

루어 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넷째, 설문조사에서 결혼상태에 

대한 정보가 없는 1,252명이 분석에서 제외 되었는데 이들 중

에 별거, 사별, 이혼에 해당하는 검진자가 많았다면 대사증후

군과 별거, 사별, 이혼과의 관련성이 실제보다 과소평가되었

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혈압을 1회만 측정하여 혈압 

측정치의 신뢰도가 낮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결혼상

태와 혈압, 결혼상태와 대사증후군의 관련성이 과소평가되었

을 가능성이 있다.

저자들의 연구에서 인구사회학적 인자만을 보정하였을 

때는 이혼한 남자들이 결혼한 남자들에 비해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으나 생활습관을 추가로 

보정하였을 때에는 이혼여부와 대사증후군의 관련성에 있어

서의 유의성이 소실되었다. 이는 이혼한 남자의 나쁜 생활습

관이 이혼여부와 대사증후군의 관련성을 매개할 가능성을 시

사한다. 따라서 한국남자에서도 결혼상태는 심혈관질환의 발

생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남녀 모두를 포함

한 전향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요약

연구배경: 높은 이혼율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결혼상

태와 대사증후군과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여기에 생활습관의 

차이가 어떻게 관여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를 시행하

였다.

방법: 2008년 3월부터 2009년 2월 사이에 울산광역시의 한 대

학병원의 건강증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20세 이상 남자 

12,288명의 건강검진 자료를 분석하였다. 대상자를 결혼군, 미

혼군, 별거군, 사별군, 이혼군으로 나누고 결혼군에 대한 나머

지 결혼상태의 대사증후군에 대한 교차비를 구하였고 결혼한 

남자와 이혼한 남자 만을 대상으로 음주횟수, 흡연, 운동횟수

를 추가로 보정한 후 다시 교차비를 구하였다. 

결과: 나이, 교육수준, 가구수입을 보정한 상태에서 이혼군의 

결혼군에 대한 대사증후군의 교차비가 1.48 (95% 신뢰구간, 

1.03-2.12; P=0.03)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혼상태이거

나 결혼상태인 남자들 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 대사증후군

의 교차비는 음주횟수를 추가로 보정했을 때 1.47 (95% 신뢰

구간, 0.97-2.24; P=0.07), 흡연을 추가로 보정했을 때 1.42 (95% 

신뢰구간, 0.99-2.04; P=0.06), 운동횟수를 추가로 보정했을 

때 1.35 (95% 신뢰구간, 0.93-1.96; P=0.12), 음주횟수, 흡연, 운

동횟수를 모두 추가로 보정했을 때 1.37 (95% 신뢰구간, 0.89-

2.12; P=0.15)로 낮아져 모두 통계적인 의의가 소실되었다. 

결론: 인구사회학적 인자만을 보정하였을 때 이혼한 남자의 

대사증후군에 대한 위험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나 생활습관을 

추가로 보정하였을 때에는 이혼여부와 대사증후군의 관련성

에 있어서의 유의성이 소실되었다. 이는 이혼한 남자의 나쁜 

생활습관이 이혼여부와 대사증후군의 관련성을 매개할 가능

성을 시사한다.  

중심단어: 결혼상태; 대사증후군; 생활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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