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www.e-jhis.org | 273

J Health Info Stat 2020;45(3):273-280  •  https://doi.org/10.21032/jhis.2020.45.3.273

서  론

폐경은 난소의 난포 활동 상실에 의해 발생하는 영구적인 월경 중단

을 의미한다[1]. 폐경 후 여성은 폐경 전 여성보다 만성질환의 위험이 

폐경 여성에서 출산 횟수와 당뇨병의 관련성과 모유수유 기간과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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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ity and diabetes mellitus and to examine the interaction effect of the breast-
feeding period and parity on diabetes mellitus among postmenopausal women. Methods: The study was conducted on 4,053 women aged 50 or older 
who participated in the 5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from 2010 to 2012. The parity was divided into two groups and the duration of 
breastfeeding was divided into three groups to be analyzed. Diabetes mellitus was defined according to a fasting blood glucose level (blood glucose 
level ≥ 126 mg/dL) or use of an anti-hypoglycemic agent or insulin.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assess the relationship between par-
ity and diabetes mellitus and the interaction effect of the breastfeeding period and parity on diabetes mellitus. The sociodemographic factors and 
health-related indicators, and women’s reproduction factors were adjusted to the model as confounding variables. Results: The relationship between 
parity and diabetes mellitu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out adjusting for confounding variables (odds ratio, OR = 1.73, 95% confidence interval, 95% 
CI = 1.40-2.13, p< 0.001). However, adjusting for confounding factors revealed that the relationship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OR = 1.08, 95% 
CI = 0.79-1.48, p= 0.633).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nteraction terms between parity and breastfeeding period, the main effect of parity was statisti-
cally significant (p= 0.034); but, the main effect of the breastfeeding period was not. The interaction term of the breastfeeding period and parity was sta-
tistically significant (p= 0.042). Among women who breastfed for 0-6 months, those who had delivered 4-12 children had 5.56 times increased risk of 
diabetes mellitus compared with those who delivered 1-3 children. Conclusions: The association between parity and diabetes mellitus and the interac-
tion between breastfeeding period and parity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mong women with short breastfeeding periods, the one who delivered 
more children had a higher risk of diabetes melli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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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며, 폐경 후 호르몬의 변화로 많은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 폐경 

후 난소 기능의 쇠퇴로 인해 에스트로겐(estrogen)의 분비가 감소하여 

당뇨병, 비만, 심혈관질환, 알츠하이머 등의 질병을 발생한다[1,2]. 폐경 

후에는 폐경 전보다 에너지의 섭취가 줄어도 체중이 증가하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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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내장 지방이 증가하게 된다[3,4]. 내장 지방은 염증을 일으키는 사

이토카인(cytokine)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활성산소종을 증가하여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한다[3]. Park et al. [5]의 연구에서는 폐경 전 단계

에서 에스트라디올(estradiol)이 감소하면서 나이와 비만을 보정하더라

도 폐경 초기단계에서 당뇨병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5]. 또한, 폐경 연령과 제2형 당뇨병의 관련성을 본 연구에서는 폐경의 

연령이 40세 미만일 때, 폐경 연령이 50-54세인 경우보다 제2형 당뇨병

의 위험도가 32%가 높았고, 생식 수명이 짧은 여성은 당뇨병의 위험도

가 높았다[6]. 또한, 폐경 여성 중 당뇨병을 가진 여성은 당뇨병이 없는 

여성에 비해 심혈관질환이나 암 사망률이 2-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7]. 선행연구로 폐경 여성에서 당뇨병은 매우 위험한 요인이 될 수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산 횟수가 많아지면, 체중도 증가할 수 있다

[8,9]. 

또한, 출산 횟수는 제2형 당뇨병의 위험률을 증가시킨다[8,10]. 선행

연구에 따르면 출산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출산 횟수가 한번인 그룹

은 당뇨병의 교차비(odds ratio, OR)가 1.01 (95% confidence interval, 

95% CI = 0.96-1.07)인 것에 비해, 5명의 자녀가 있는 그룹은 당뇨병의 

교차비가 1.37 (95% CI =1.27-1.48)로 증가하였다[11]. 이러한 이유는 임

신 기간 동안의 임신 호르몬으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의 증가와 췌장  

β 세포의 증식을 촉진시켜, 임신성 당뇨병을 발생하게 하고 나아가서

는 제2형 당뇨병을 만들 수도 있다[11,12]. 출산 횟수 증가로 인해 반복

적으로 호르몬 변화에 노출이 되고 이는 당 항상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당뇨병의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13]. 또한, 임신으로 인하여 염

증 사이토카인의 증가로 전신 염증 상태가 될 수 있고, 임신 중 태반의 

산화 스트레스 증가로 인해, 이것이 인슐린 저항성이나 당뇨병의 유발

에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다[11]. 

모유수유는 출산 후 체중 감소에 효과가 있다. 또한, 모유수유 중에

는 모유 생산을 위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포도당 및 지질대

사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13]. 모유수유는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고 고혈압이나 이상지질혈증

과 대사증후군의 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14]. 특히 산모의 산후 체

중을 감소시켜, 당뇨병의 발생률도 감소시킬 수 있다[14]. 모유수유는 

산모에게 제2형 당뇨병의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그 효과는 분만 후 15

년 이상 지속된다는 선행 연구결과가 있다[15].

이렇게 출산 횟수와 모유수유는 여성의 당뇨병에 정반대의 효과를 

낸다. 특히, 모유수유는 10년 이상 그 효과가 지속되고, 출산으로 인하

여 여성의 체질의 변화나 생활 습관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로 인하여 

여성의 최대 전환기 중 하나인 폐경기에서 과거 출산 횟수와 모유수유

는 여성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출산 횟수 및 모유수유 

기간의 상호작용이 당뇨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2010-2012년에 조사한 제5기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

한 25,534명 중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출산력이 있고, 흡연 경험

이 없고, 당뇨병에 대한 지표가 존재하는 50세 이상 80세 미만의 폐경 

여성 4,053명을 대상으로 한 단면 연구이다(Figure 1). 본 연구는 연구

자 소속 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의 면제를 승인(IRB No. 2020-15)받아 

진행하였다. 

주요 변수

본 연구에서 당뇨병은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에서 공복혈당 수치

가 126 mg/dL 이상인 경우이거나,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거나, 

인슐린을 투여하고 있는 경우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분

만 횟수, 제왕절개 횟수, 조산 분만 출산 횟수를 포함하여 출산 횟수를 

정의하였다. 또한, 출산력과 관련된 질문에 모두 무응답을 한 대상자

는 제외하였다. 모유수유 기간은 출산을 한 사람 중 모유수유를 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모유수유 기간은 자녀 한 

명당 모유수유 기간으로 정의하였다. 소득 수준은 월평균 가구 총소

득에 따라 2분위로 나누었다. 교육 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그룹

과 중학교 졸업 이상인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직업은 직업의 종류에 

따라 사무 노동자와 육체 노동자, 그리고 직업이 없는 그룹으로 구분하

였다. 월간 음주율에서는 최근 1년간 월 1잔 이상 음주를 하였는지 구

KNHANES 5th 2010-2012 participants (n= 25,534)

Women participants (n= 13,918)

Age ≥ 50 and the menopause (n= 4,671)

Participants included in the analyses (n= 4,053)

Excluded men participants (n= 11,616)

   Excluded (n= 9,247)
   Age < 50 and age ≥ 80 (n= 8,567)
   Without menopause (n= 680)

   Excluded (n= 618)
   Missing value in parity (n= 118)
   Missing value in smoking or smoker (n= 161)
   Missing value in diabetes (n= 339)

Figure 1. Scheme illustrating selection of study participants. KNHANE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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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였다. 걷기 실천율은 걷기를 1회 30분 이상, 일주일에 5회 이상 실

천 여부에 따라 구분하였다. 당뇨병 가족력은 부 또는 모가 당뇨병의 

의사진단을 받은 이력으로 구분하였다. 피임약 복용 여부는 피임약을 

복용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구분하였고, 호르몬 대체 치료는 호르몬 

대체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구분하였다. 모유수유 기간은 전체의 

모유수유 기간을 개월 수로 나타내고, 모유 수유한 자녀 수로 나누어 

자녀 한 명당 모유수유 기간을 구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SAS 9.4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 분석의 유의 수준은 0.05로 하였다. 본 연

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복합표본 설계 항목을 반영

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당뇨병이 있는 그룹과 없는 그룹을 비교하기 위

해 연령, 출산 횟수, 폐경 연령, 첫 출산연령, 모유수유 기간과 같은 연

속형 변수는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냈고, 소득 수준, 교육 수준, 직업, 

비만, 음주, 신체활동, 고혈압, 당뇨병 가족력, 피임약 복용, 호르몬 대체 

치료와 같은 범주형 변수는 n (%)으로 나타냈다. 당뇨병의 유병여부에 

따른 연속형 변수의 두 집단 간의 차이는 t-test 분석을 이용하였으며, 

범주형 변수의 두 집단 간의 차이 분석은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출산 횟수와 당뇨병 위험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 대상을 출산 횟수의 중위수로 구분하고 잠재적 교란변수를 보정

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연구대상자의 연령으로 보정한 모델(model 1), model 1에 인구사회학

적 요인 및 건강관련 요인을 추가로 보정한 모델(model 2), model 2에 

여성 건강과 관련된 요인을 추가로 보정한 모델(model 3)로 나누어 분

석하였다. 모유수유 기간에 따른 당뇨병의 관련성과, 출산 횟수와 모유

수유 기간의 상호작용이 당뇨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

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요인으로 당뇨병이 없는 대상자의 평

균 연령은 62.8 ± 0.1세, 당뇨병이 있는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66.3 ± 0.3

세로 당뇨병이 있는 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유의하게 높았다(Table 1). 

당뇨병이 없는 그룹이 당뇨병이 있는 그룹보다 소득수준이나 교육수

준이 더 높았다. 참여자들의 건강상태와 관련된 변수인 비만, 고혈압, 

혈액 내 낮은 고밀도 지단백(high-density lipoprotein, HDL)-콜레스테

롤 수치와 혈액 내 높은 중성지방의 수치를 가진 참여자들은 당뇨병이 

있는 그룹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참여자들의 당뇨병 가족력도 당

뇨병이 있는 그룹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연구대상자의 출산 횟수는 당

뇨병이 없는 그룹에서 당뇨병이 있는 그룹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폐경 

연령이나 첫 출산 연령은 당뇨병이 없는 그룹보다 당뇨병이 있는 그룹

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모유수유 기간도 당뇨병이 있는 그룹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피임약을 복용한 참여자들은 당뇨병이 있는 그룹에

서 유의하게 많았고, 호르몬 대체 치료를 받은 참여자들은 당뇨병이 

없는 그룹에서 유의하게 많았다.

출산 횟수와 당뇨병과의 관련성

출산 횟수와 당뇨병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출산 횟수에 따라 

중위수로 나누어, 출산 횟수가 1-3회 그룹과 4-12회 그룹의 당뇨병의 

교차비와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Table 2). 출산 횟수와 당뇨병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by diabetes mellitus status

Variables
Diabetes mellitus (n=4,053)

p
No Yes

Total (n) 3,476 577
Age (y) 62.9±7.9 66.4±7.4 <0.001
High income 1,807 (52.5) 240 (42.0) <0.001
Education (≥middle school) 1,477 (42.6) 164 (28.4) <0.001
Occupation <0.001
   Non-manual 137 (4.0) 10 (1.7)
   Manual 1,413 (40.8) 166 (28.8)
   Unemployed 1,917 (55.2) 400 (69.4)
Alcohol consumption 902 (26.0) 96 (16.7) <0.001
Walk 1,203 (34.7) 211 (36.6) 0.375
Stress 887 (25.5) 152 (26.3) 0.679
Obesity 1,267 (35.5) 305 (51.2) <0.001
BMI (kg/m2) 24.2±3.1 25.4±3.7 <0.001
Hypertension 1,662 (48.0) 418 (72.7) <0.001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125.7±17.5 131.5±16.9 <0.001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76.4±9.6 74.1±9.9 <0.001
Low HDL-cholesterol1 985 (28.5) 293 (51.0) <0.001
HDL cholesterol (mg/dL) 50.4±11.8 46.2±11.1 <0.001
High triglyceride2 752 (24.5) 243 (46.3) <0.001
Triglyceride (mg/dL) 131.4±82.2 157.9±97.1 <0.001
Family diabetes history 275 (8.9) 92 (19.1) <0.001
Parity 3.2±1.5 3.6±1.6 <0.001
Age at menopause (y) 49.4±4.9 48.6±5.4 <0.001
Age at first childbirth (y) 24.0±3.3 23.4±3.2 <0.001
Breastfeeding period (mon) 15.8±8.7 18.2±9.8 <0.001
Contraception 826 (23.8) 175 (30.3) 0.001
Hormone replacement treatment 623 (17.9) 71 (12.3) 0.001

Data are presented as number of participants (%) or mean±standard de-
viation.
BMI, body mass index; HDL, high-density lipoprotein.
1HDL-cholesterol ≤40 mg/dL.
2Triglyceride ≥200 mg/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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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횟수와 모유수유 기간의 상호작용과 당뇨병의 관련성 

폐경 여성에서 출산 횟수와 모유수유 기간의 상호작용과 당뇨병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Table 4). 출산 횟수와 모유수유 기간의 상호작

용을 분석한 결과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0.042). 

출산 횟수가 증가하였을 때, 모유수유 기간이 0-6개월일 때는 출산 횟

수가 증가할수록 당뇨병의 교차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Table 4, Figure 2). 하지만 모유수유 기간이 6-18개월일 때는 출산 횟수

에 따른 당뇨병의 교차비가 0.95 (95% CI = 0.64-1.43)이었고, 18개월을 

초과하였을  때  출산  횟수에  따른  당뇨병의  교차비가  1.13 (95% 

CI = 0.70-1.82)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4, Figure 2).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제5기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여 폐경 여성의 출산 

횟수와 당뇨병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폐경 여성의 출산 횟수와 모유수

사이에서 아무것도 보정하지 않았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OR=1.73, 95% CI =1.40-2.13, p< 0.001). 하지만, 모든 교란변수를 보정

하였을 때 출산 횟수와 당뇨병 사이의 주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모유수유기간과 당뇨병과의 관련성

모유수유 기간과 당뇨병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자녀 한 명당 

모유수유 기간에 따라 6개월 이하인 그룹, 6개월 초과 18개월 이하인 

그룹, 18개월 초과인 그룹으로 나누어 당뇨병 위험요인의 교차비와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Table 3). 모유수유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그룹

과 당뇨병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모든 교란변수를 보정한 모델에서 모

유수유 기간과 당뇨병 사이의 주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2. Adjusted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and p-value for dia-
betes mellitus according to parity

Variables

Parity (n=4,053)

p1-3 
(n=2,563)

4-12 (n=1,490)

OR 95% CI

Unadjusted Reference 1.73 1.40 2.13 <0.001
Model 1 Reference 1.12 0.88 1.43 0.366
Model 2 Reference 1.16 0.87 1.54 0.322
Model 3 Reference 1.08 0.79 1.48 0.633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Model 1 adjusted for age (continuous). Model 2 adjusted for variables in 
model 1, income (upper or lower), education level (<  or ≥middle school), 
occupation (non-manual, manual, or unemployed), exercise (over 30 min 
walk per day or not), drinking (drinking alcohol or not), stress (has a full stress 
or not), obesity (< or ≥BMI 25 kg/m2), triglyceride (< or ≥200 mg/dL),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 <  or ≥50 mg/dL), hypertension (has or 
not), diabetes family history (has or not). Model 3 adjusted for variables in 
model 2, age at menopause (continuous), age at first childbirth (continu-
ous), contraception (use or not), hormone replacement therapy (use or not), 
and breastfeeding period (0-6 months, 6-18 months, or >18 months). 

Table 3. Adjusted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and p-value for diabetes mellitus according to breastfeeding period 

Variables

Breastfeeding period (n=3,728) (mon)

p for trend
0-6 (n=396)

6-18 (n=2,149) >18 (n=1,183)

OR (95% CI) p OR (95% CI) p

Unadjusted Reference 1.40 (0.81-2.40) 0.228 2.29 (1.35-3.91) 0.002 <0.001
Model 1 Reference 1.17 (0.68-2.03) 0.582 1.44 (0.82-2.51) 0.205 0.201
Model 2 Reference 1.29 (0.74-2.26) 0.374 1.74 (0.93-3.25) 0.085 0.122
Model 3 Reference 1.23 (0.69-2.19) 0.491 1.57 (0.82-2.98) 0.171 0.247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Model 1 adjusted for age (continuous). Model 2 adjusted for variables in model 1, income (upper or lower), education level (<  or ≥middle school), occu-
pation (non-manual, manual, or unemployed), exercise (over 30 min walk per day or not), drinking (drinking alcohol or not), stress (has a full stress or not), 
obesity (<  or ≥BMI 25 kg/m2), triglyceride (<  or ≥200 mg/dL),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  or ≥50 mg/dL), hypertension (has or not), diabetes 
family history (has or not). Model 3 adjusted for variables in model 2, age at menopause (continuous), age at first childbirth (continuous), contraception 
(use or not), hormone replacement therapy (use or not), and parity (1-3 or 4-12).

Table 4. Associations between parity and diabetes mellitus stratified by 
breastfeeding period 

Variables
Breastfeeding period (mon) p for 

interaction0-6 6-18 >18

Parity 0.042
   1-3 Reference Reference Reference
   4-12 5.56 (1.09-28.4) 0.95 (0.64-1.43) 1.13 (0.70-1.82)

Data are presented as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Adjusted for age (continuous), income (upper or lower), education level (<  
or ≥middle school), occupation (non-manual, manual, or unemployed), 
exercise (over 30 min walk per day or not), drinking (drinking alcohol or 
not), stress (has a full stress or not), obesity (<  or ≥BMI 25 kg/m2), triglyc-
eride (<  or ≥200 mg/dL),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  or ≥50 
mg/dL), hypertension (has or not), diabetes family history (has or not), age 
at menopause (continuous), age at first childbirth (continuous), contracep-
tion (use or not), hormone replacement therapy (use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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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기간의 상호작용이 당뇨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폐경 여성

에서 출산 횟수와 당뇨병 사이에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했지만, 

교란변수를 보정했을 때 출산 횟수와 당뇨병 사이의 관련성은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모유수유 기간과 당뇨병 사이의 관련성

이 있을 것으로 추측했지만, 교란변수를 보정한 후 모유수유 기간과 

당뇨병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은 없었다. 출산 횟수와 당뇨병 사

이에서 모유수유 기간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50대 이상의 폐경 여성에서 당뇨병과 출산 횟수의 관

련성을 분석하였다. 교란변수의 보정없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

한 결과 출산 횟수가 낮은 그룹보다 출산 횟수가 높은 그룹에서 당뇨병

의 위험이 증가하는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교란변

수를 모두 보정하였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것은 

Fowler-Brown et al. [16]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이다. Fowler-Brown et al. 

[16]의 연구는 출산 경험이 없는 그룹과 출산 횟수가 1-2, 3-4, 5명 이상

인 그룹을 나누어서 출산경험과 당뇨병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연

령과 인종을 보정하였을 때는 출산 경험이 없는 그룹에 비해 5명 이상 

출산한 그룹의 당뇨병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하지만, 그 이외의 교란

변수를 보정하였을 때는 출산 횟수와 당뇨병 사이의 연관성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출산 횟수와 당뇨병 사이의 많은 연구에서는 출산 횟수가 증가할수

록 당뇨병의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17-19]. Mueller et al. [18]

의 연구에서는 45세 이상의 여성 대상자에서 교란변수를 보정한 결과 

출산을 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 출산 횟수가 5회 이상일 때 출산 횟수

가 증가할수록 당뇨병의 위험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relative risk, 

RR=1.74, 95% CI =1.29-2.33, p< 0.001). 또한, 과거 연구에서 출산 횟수

가 없는 대상자들보다 6회 이상의 출산 횟수를 가진 대상자들 사이에

서 당뇨병의 위험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OR=5.3, 95% CI =1.2-23.5)

[20], 또 다른 연구에서는 출산 횟수가 낮은 그룹(1-2회)보다 출산 횟수

가 6회 이상인 그룹의 당뇨병 위험도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OR=3.4, 

95% CI =1.13-10.2, p= 0.295)[21]. 

출산 횟수가 당뇨병에 미치는 정확한 메커니즘은 아직 밝혀진 것이 

없다. 하지만, 출산 횟수와 당뇨병의 관련성에 대한 원인을 추정할 수 

있다. 먼저 출산 횟수가 많아지는 것은 임신 기간도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신 기간에는 인슐린 저항 상태가 유도되고, 임신 기간의 

호르몬은 인슐린 저항성과 췌장 β 세포의 증식을 촉진하여 모체의 혈

당을 유지하게 만들어 추후 당뇨병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11]. 또한, 

임신은 과체중이나 비만이 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임신 기간 

중 호르몬이나 체내 대사의 변화로 체중이 증가하고, 그것은 당뇨병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8]. 또한, 임신성 당뇨병도 당뇨병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임신으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의 증가가 임신성 당뇨병을 

유발하는데 관련이 있으며, 임신성 당뇨병을 경험한 여성의 70%가 10

년 내 제2형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임신성 당뇨병

은 제2형 당뇨병의 큰 위험요인이다[22]. 마지막으로, 출산과 자녀의 양

육으로 인하여 식습관과 신체활동에 제한이 생기는 등의 생활습관에 

변화가 생기면서 과체중이 될 수 있고, 이것은 당뇨병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11,23].

본 연구에서는 모유수유 기간과 당뇨병 사이의 관련성도 분석하였

다. 교란변수의 보정없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모

유수유 기간이 길수록 당뇨병의 교차비는 증가하였다. 하지만, 모든 교

란변수를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 모유수유 기간과 당뇨병 사이의 교차

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는 과거 진행되었던 연

구 결과와 다른 경향성을 보였다. 

모유수유 기간과 당뇨병 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한 대부분의 연구는 

모유수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당뇨병의 위험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24-27]. 한 연구에서는 모유수유를 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모유수

유 기간이 6-12개월인 그룹의 당뇨병 위험은 감소하였다(OR= 0.47, 95% 

CI = 0.26-0.86) [25]. 또한, 모유수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그룹보다 모

유수유를 하지 않은 그룹은 당뇨병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되었다(OR=  

Figure 2. Prevalence of diabetes mellitus according to parity and breast-
feeding period. Adjusted for age (continuous), income (upper or lower), 
education level (< or ≥middle school), occupation (non-manual, manual, 
or unemployed), exercise (over 30 min walk per day or not), drinking 
(drinking alcohol or not), stress (has a full stress or not), obesity (< or ≥BMI 
25 kg/m2), triglyceride (< or ≥200 mg/dL),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
terol (< or ≥50 mg/dL), hypertension (has or not), diabetes family history 
(has or not), age at menopause (continuous), age at first childbirth (contin-
uous), contraception (use or not), hormone replacement therapy (use or 
not).

40

30

20

10

0
 0-6 6-18 >18

Breastfeeding period (mon)

Pr
ev

al
en

ce
 o

f d
ia

be
te

s m
el

lit
us

 (%
)

Parity 1-3

Parity 4-12



Seonah Lee, et al.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278 | http://www.e-jhis.org

1.43, 95% CI =1.01- 2.04) [24].

과거의 연구들은 대체로 모유수유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당뇨병의 

유병률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모유수유 

기간과 당뇨병 위험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연구결과의 경향성

이 다른 이유를 몇 가지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하

여 모유수유 기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회상 바이어스

(bias)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50대 이상의 여성으로 

모유수유 기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단

면 연구로써 생활습관이나 건강 행태 요인 등 당뇨병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조사 시점에 관련된 것만 알 수 있고, 과거의 행태를 알 수 없었

다. 연구대상자가 50대 이상이므로 대상자의 생존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알지 못한 교란변수의 영향이 당뇨병과 모유수유 기간과

의 관련성을 사라지게 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출산 횟수와 모유수유 기간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고, 

당뇨병 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출산 횟수는 횟수가 적은 그룹

(1-3회)과 횟수가 많은 그룹(4-12회)으로 나누었다. 또한, 모유수유 기간

도 6개월 이하, 6개월 초과 18개월 이하, 18개월 초과인 세 그룹으로 나

누었다. 모유수유 기간에 따라 출산 횟수가 적은 그룹보다 출산 횟수

가 많은 그룹에서 당뇨병 위험도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출산 횟수에 따라 당뇨병이 증가하였고, 모유수유 기간이 길어

질수록 당뇨병의 증가율은 감소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모유수유 기간이 6개월 이하일 때, 출산 횟수가 많은 그룹은 출산 

횟수가 적은 그룹에 비하여 당뇨병 유병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

았다. 하지만, 모유수유 기간이 길수록 출산 횟수에 따른 당뇨병 유병

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출산 횟수와 모유수유 기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당뇨

병의 교차비가 달라졌다. Moon et al. [28]의 연구에 따르면, 임신성 당

뇨병 환자 17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모유수유 후 혈당 수치가 감

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모유수유 중 분비되는 호르몬인 프로락틴

(prolactin)이 β 세포를 자극해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한다. 세로토닌

이 분비되면 β 세포 내의 산화적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인슐린의 분비

를 촉진시킨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모유수유는 인슐린 민감성과 

포도당 과민증을 개선할 수 있다[25,28]. 출산 횟수의 증가로 임신 기

간이 늘어나 체내의 당 항상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모유수유 기간 동

안 인슐린 민감성과 포도당 과민증을 개선함으로써 당뇨병의 위험도

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강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한국의 폐경 여성에서 출산 횟

수와 모유수유 기간의 상호작용이 당뇨병에 미치는 영향을 본 첫 연

구이므로, 본 연구는 추후 출산 횟수와 모유수유 기간과 관련된 연구

를 하기 위해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국

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수행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대

한 대표성 및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단면적으로 조사

한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당뇨병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변

수 중 과거의 경험을 물었던 설문조사의 결과로 활용했기 때문에 회상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태아의 체중이나 식습관 등 

다른 당뇨병의 교란변수를 보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란변수로 인하

여 연구 결과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셋째, 스타틴(statin)과 같은 당뇨

병이 아닌 다른 만성질환의 약을 복용하는 것이 당뇨병의 위험도를 증

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교란변수로 보정을 하는 것이 좋지만, 국민건강

영양조사의 한계로 정확한 복용약을 확인 할 수 없으므로 보정하지 

못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조사 시점인 현재의 체질량지수나 만성

질환의 유병여부와 생활습관 등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폐경 후 당뇨

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신성 당뇨병의 유병 여부나 출산 후 모유

수유 기간 동안 생활습관이나, 체중의 변화 등을 알 수 없었다. 마지막

으로, 본 연구는 이미 폐경이 된 50대 이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

한 연구이므로, 현재 가임기의 여성들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

가 있다. 

본 연구는 폐경 여성의 출산 횟수와 당뇨병 사이에 영향을 확인하였

고, 조절 변수로써 모유수유 기간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출산 횟수와 모유수유 기간은 당뇨병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

았다. 하지만, 출산 횟수와 모유수유 기간의 상호작용이 당뇨병에 영향

을 미쳤다. 상호작용은 유의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 이유는 모유수유 

기간이 0-6개월일 때 출산 횟수에 따라 당뇨병 유병률이 달라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출산 횟수가 높은 그룹에서 모유수유 기간이 

0-6개월인 경우 출산 횟수가 낮은 그룹보다 당뇨병 유병률이 증가하였

으나, 모유수유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였을 때 출산 횟수에 따른 당뇨

병 유병률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향후 전향적인 코호트 연구를 통

해 출산 횟수와 모유수유 기간의 상호작용이 여성의 몸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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