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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앞 흐드러진 벚꽃이 봄밤을 밝혀주던, 그 늦은 시간의 하교가 행복

했던 시간들이 이제 추억이 되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성경

의 말씀을 행동으로 가르쳐주신 한 분, 한 분 교수님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하루의 피곤을 떼버리지 못한 채 강의실에 앉았던 날도 많았지만 이제 

그 피곤이 제게 또 다른 힘이 되었음에 감사하며, 그 모든 것이 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나의 좋으신 주님으로 인함을 고백합니다. 

중도포기를 고민하던 저에게 분명 달라진 자신을 만나게 될 테니 포기

하지 말라며 격려해주시고, 인내와 사랑으로 끝까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채 영문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부심을 맡아 늦은 시간까지 지도를 해주신 이 병화 교수

님, 이 동하 박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늘 실천으로 모범을 보여주신 용 왕식 

지사장님, 응원을 아끼지 않은 강 지혜 차장님, 다섯 학기 동안 한결같이 

사랑을 베풀어준 김 선경 선생님과 장 철, 유 기봉 선생님, 저의 건강을 

늘 염려해주신 어머님과 친정 형제들과 시댁 식구들, 늘 마음속에 있는  

벗 명숙이와 명순이, 학업을 도와주신 또 다른 분들께 감사합니다.

특별히 배움의 길을 먼저 제안해 주고, 가장 열렬한 응원을 보내준 남편

에게 감사하며, 남은 인생길, 그 사랑을 감사하며 더 좋은 아내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청소며 식사 등 집안일을 기꺼이 맡아준 사랑하는 아들 선찬이와  

배움의 길을 활짝 열어놓은 직장과 동료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2010. 12

문 광 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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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생활 및 의식 수준의 향상은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건강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고, 흡연, 음주, 운동 등 생활습관은 만성질환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만성질환과 생활습관과의 구체적인 연관성 

정도를 규명하여 만성질환 예방에 종사하는 건강관리자들에게 제공함으로

서 질환예방을 위한 생활지도에 활용하도록 하는데 있다.

 분석대상은 2000년부터 2008년 사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

검진을 2년마다 모두 수검한 대상자 중 문진내역에 생활습관과 관련된 흡

연, 음주, 운동 항목을 모두 응답한 294,197명이고, 질환은 고혈압, 고지

혈증, 당뇨병, 간장질환이다. 분석방법은 로지스틱 회귀분석, Cox's 비례

위험 회귀모형, 순차패턴을 적용하였다.

고혈압은 50세 이상에서는 남자가 6.97배, 여자가 14.49배 고혈압 발생

률이 높았고, 운동하는 여자보다 운동하지 않은 여자가 고혈압 발생률이 

1.36배 높았다. 음주하지 않는 남자보다 음주하는 남자의 고혈압 발생률이 

1.36배이고, 음주와 흡연을 6년 연속하는 남자의 고혈압 발생률은 5.61%, 

여자는 4.27%였다. 당뇨질환은 50세 이상에서 남자가 4.46배, 여자가 5.23

배 당뇨질환 발생률이 높았다. 운동하는 여자보다 운동하지 않은 여자가 

당뇨질환 발생률이 1.32배 높았다. 흡연에서는 남녀 모두 비흡연자보다 흡

연하는 사람이 당뇨질환 발생률이 높았다. 음주와 흡연을 4년 연속하는 남

자의 당뇨질환 발생률은 2.39%였다. 고지혈증은 50세 이상에서 남자가 

2.44배, 여자가 9.96배 고지혈증 발생률이 높았다. 비흡연자보다 흡연자가 

고지혈증 발생률이 높았다. 음주와 흡연을 4년 연속하는 남자의 고지혈증 

발생률은 2.56%였다. 4년 연속 음주와 흡연을 할 경우 남자의 고혈압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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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이 41.36%로 가장 높았고, 간장질환은 7.14%, 고지혈증은 2.56%, 당뇨질

환은 2.39%로 나타났으며, 여자의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는 40세 이상 국민에게 격년으로 실시하는 대용량 건강검진 자료

를 전사적으로 분석하여 흡연, 음주, 운동이 만성질환에 얼마나 영향을 미

치는 지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고, 건강정책의 결과와 기획에 활

용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 분석방법을 지속적으로 활용하

기 위하여 데이터의 충실성을 높이고 향후 지속적인 모형수정을 제안한다.

핵심어 : 순차패턴, 만성질환, 위험요인



- 1 -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빠른 경제발전과 의학의 발달은 인구 구조 및 질환, 사망원인 등 많은 분

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생활 및 의식 수준의 향상은 급속한 고령

화와 함께 건강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고, 40세 이후의 건강위험 요인

이 암, 뇌졸중,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는 연구결과가 잇달아 발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08년도 사망원인을 보면 

인구 10만 명 당 498.2명의 사망자 중 신생물에 의한 사망이 141.4명이고, 

순환기계통의 질환 112.3명, 호흡기 및 소화기계통의 질환 54.2명으로 전

체 사망원인의 61.8%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09). 

이러한 질환의 원인은 건강생활습관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WHO, 2002), 한 가지 생활습관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JJ, 2005). 또한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과 함

께 위암 발생률이 높은 국가이고(Ferlay J, 2002), YUN은 흡연기간이 길거

나 일일 흡연량이 많은 경우 위암의 발생이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Klatsky 등은 106,203명의 의료보험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

에서 남성은 음주와 직장대장암 발생 간에 유의한 연관성이 있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1988). 제2형 당뇨병의 증가는 신체 비활동, 식이습관의 변화

와 고령화 현상 등과 맞물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건강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엄홍대, 2008).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의하면 2009년도 건강보험 급여비 총액

은 39조 3,390억 원으로 전년도 34조 8,690억 원에 비해 12.8%가 증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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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002년도 18조 8,317억 원에 비하면 8년 만에 208.9%가 증가하여 매우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09년도 40세 이후 진료비는 28조 

2,390억 원으로 2002년도 11조 696억 원에 비하면 255.1% 증가하여 총 진

료비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2010).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2009년도 건강검진 전체 대상자는 15,037

천명이었고 9,928천명이 수검하였으며, 이중 건강검진 2차 판정 결과 공복

혈당장애 및 당뇨병이 161천명이고, 고혈압은 고혈압 전단계를 포함하여 

341천명으로 나타났다(2010).

이렇게 건강위험요인과 질환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수행되어

왔으나 대용량 자료를 전사적으로 활용한 연구는 흔하지 않다. 채영문 등

(2000)은 1998년도 건강검진을 수검한 127,886명을 대상으로 데이터마이닝 

분석 결과 CHAID 알고리즘이 예측력과 민감도가 가장 높고, 특이성은 가장 

낮았다.

김혜영(2004)은 건강행태과 의료비와의 연관성을 데이터마이닝 순차패턴

으로 분석한 결과 6년 연속 음주를 하는 남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의료비 증가율은 6%였으며, 의료비가 증가될 확률은 83.95%였고, 여

자의 증가율은 38%이고 의료비가 증가될 확률은 100%였다. 

김화영(2004)은 순차패턴을 이용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고혈압에 미치

는 각 위험요인의 모든 조합에 대해 영향정도를 계산하여 건강위험습관 패

턴을 찾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순차패턴기법을 이용하여 2000년도 4개 주요 질환에 

대한 진료내역이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검진표의 흡연, 음주, 

운동 항목을 모두 응답한 294,137명을 대상으로 어느 시기에 어떤 질환이 

발생하는지, 그 질환은 어떤 생활습관이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보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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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이 연구는 10년 동안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자료 중 만성질환자의 

음주, 운동, 흡연습관의 패턴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만성질환 결정요인과 

건강위험 요인을 도출함으로써 정확하고 적시성 높은 건강증진사업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구체적인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성질환의 발생 시기를 분석한다.

둘째, 어떤 생활습관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셋째, 건강위험 요인의 변화를 위한 건강생활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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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건강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만성질환은 장애와 사망의 주요요인으로 세계인구의 60%가 만성질환에 

의해 사망에 이를 뿐 아니라 매년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assi and Hurst, 2008). 이러한 만성질환은 흡연, 음주, 운동 등 건강행

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는 많지만, 생활습관에 따라 어느 시

점에서 어떤 질환이 최초로 발병하는 지, 어떤 순서로 질환이 발생하는 지

에 대한 연구는 흔하지 않다.  

정영호 등(2006)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위험 요인 기여도 분석 결과 흡

연, 음주 등 건강생활실천이 21.82%로 약 7조 1천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과체중, 고혈압 등 생물학적 요인이 9.09%로 약 2조 9천6백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였다. 기여도는 음주, 흡연, 과체중, 운동부족, 고혈압 순이고, 대

기오염 등 환경요인은 3.59%였다.

J.F.M.Muller 등(1998)은 고혈압 환자의 생활양식 중 과체중과 음주, 염

분섭취와 운동, 스트레스 등이 가장 영향을 끼치므로 체중감소와 염분섭취 

제한, 지구력 트레이닝 등 광범위한 생활양식 변화가 혈관계의 위험을 감

소시키는데 있어 합리적이고 성공가능성이 크다.

강기원 등(2010)은 20세 이상 성인에서 두 가지 이상 건강위험행위를 가

진 빈도는 남성 50.2%, 여성 8.1%였으며, 건강위험행위 군집현상은 남녀 

모두 현재 흡연, 과도한 음주, 운동부족과 흡연, 과도한 음주의 조합에서 

관찰되었다. 건강위험행위의 관련성 강도 측면에서는 흡연 및 과도한 음주

에서 군집현상은 운동부족 여부에 관계없이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것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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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족은 흡연 및 음주와는 다른 특징을 지닌 건강위험행위라 할 수 있다.

이상규 등(2002)은 비흡연자에 비해 하루에 20개비 이상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전체 암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이 1.573배 높았으며, 비흡연자에 비

해 하루에 1-19개비 담배 피우는 사람은 폐암에 의한 사망의 위험이 3.540

배이고, 20개비 이상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폐암에 의한 사망의 위험이 

4.114배 높아 흡연은 암 사망의 유의한 위험요인이며, 특히 폐암 사망에 

대해서는 매우 현저한 위험요인이라 하였다.

김연주 등(2007)은 남성의 경우 과거 흡연자 및 현재 흡연자는 비흡연자

에 비해서 위암의 발생위험이 각각 2.38배 증가하였고, 남성에서는 흡연기

간이 위암발생 위험도와 명확한 양・반응 관계를 보였으며, 여성에서는 위

암 발생자 중 흡연자의 비율이 적어서 흡연량 및 흡연기간에 따른 관련성

이 유의하지 않았다.

Stalmer 등(1986)은 비만은 심혈관계질환 및 당뇨병, 유방암 등 각종 질

환의 위험요인일 뿐 아니라, 개인의 행동양식 및 정신적인 면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건강저해 요소로 체질량 지수와 사망과 선형관계라고 하였다.

Bagnardi 등(1984)은 음주는 구강암, 직장암, 간암 등 여러 가지 암의 

발생 빈도를 증가시키고, 심혈관계 질환과 소화기 및 간질환의 발병빈도를 

높인다고 발표하였다. 

윤석준 등(2001)은 우리나라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흡연 관련 질환의 질

환부담을 계산하였는데 흡연으로 인한 표준기대여명 상실연수는 남성 

828,435인년, 여성 571,714년이었고, 질환군별로는 남성은 악성종양, 여성

은 순환기계 질환의 표준기대여명 상실연수가 가장 높다.

박혜순 등(1998)은 한국인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요인에 대한 환자․대조

군 연구에서 고혈압의 위험도를 산출하였는데, 고혈압의 기왕력을 갖고 있

는 경우가 남녀 모두 대조군보다 환자군이 유의하게 많았으며, 연령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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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량 지수를 보정하고 분석한 결과 고혈압이 없는 경우에 비해 있는 경우

의 교차비가 남성, 여성 각각 1.9, 3.4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김혜영(2004)은 고혈압 위험인자로 연령, 비만기간, 과음기간, 흡연기간 

등을 관찰한 결과 유의한 결과를 얻었으며, 주요변수로는 흡연, 과음, 비

만이었고 시간의 경과도 고혈압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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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위험요인의 정의, 종류와 기여도

가. 건강위험요인의 정의 

개인의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개인의 생

활습관, 의료서비스, 사회경제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하여 복잡하

게 얽혀있고 이것들을 건강위험요인이라 한다. 만성질환 발생은 흡연, 음

주,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영호, 2009). 사회적으로 커다란 부담을 유발하는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공공정책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Hurley, 2000; Kenel, 

2000; Suhrcke er al., 2006).

나. 건강위험요인의 종류와 기여도

세계의 주요 건강위험 요인의 기준을 제시한 WHO의 구분에 의하면 선진

국의 경우 기여도는 저체중 등 영유아 및 모자 영양결핍에서 남성 0.9%, 

여성 1.4%, 고혈압 등 영양관련 기타 위험요인 및 신체활동은 남성 22.5%, 

여성 32.3%, 성관련 건강은 남성 90.5%, 여성 1.2%, 흡연 등 중독성 물질은 

남성 33.4%, 여성 10.8%, 도시공기오염 등 환경요인은 남성 2.0%, 여성이 

1.7%, 발암물질 등 직업적 요인은 남성 2.3%, 여성 0.7%로 나타났다(2002).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위험 요인 기여도는 흡연 등 건강생활실천 분야의 기

여도가 21.82%로 연간 비용은 8조 1천억 원에 이르고, 과체중 등 생물학적 

요인의 기여도는 9.09%로 3조 원에 이르며, 대기오염 등 환경요인의 기여

도는 3.59%로 1조 2천억 원 이른다(정영호 등, 2006).

세계보건기구는 흡연에 의한 사망이 매년 400만명에 달하고, 2020년에는 

1,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발표하고,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

요한 요소로 꼽았다(1997).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남자의 경우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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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로 1998년부터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여자의 경우 7.4%

로 2007년도에 비해 2.1% 증가하였다(2008, 국민건강통계).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은 2008년 14.5%로 2007년 9.9%보다 높고, 2005

년 18.7%보다 낮은 수준이나,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은 2008년 17.1%로 

2007년도에 비해 남자는 2.6%, 여자는 3.8% 증가하였다(2008, 국민건강통

계). 일주일에 3일 이상의 운동은 폐경 후 여성의 유방암 발생 위험을 반 

정도 줄일 수 있는 요인이다(도민희 등, 2003).

비만은 심혈관계 질환 및 당뇨병, 유방암 등 각종 질환의 위험요인 일 

뿐 아니라, 개인의 행동양식 및 정신적인 면까지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건

강저해 요소이다(비만연구회, 1996). 비만은 고혈압 발생률을 높이는 요인

이었다. 즉, 비만은 남성의 경우 정상군에 비해 과체중군 2.92배, 비만군 

6.12배, 여성의 경우 과체중군은 2.37배, 비만군은 3.61배로 고혈압에 걸

리는 확률을 높이는 인자로 나타났다(감 신, 1991).

혈압은 뇌졸중 발생위험과 높은 관련성이 있으며, 남자수축기 혈압 120

㎜Hg 미만에 비해 160㎜Hg 이상의 경우는 뇌졸중 발생이 3.59배가 높다(지

선하, 2007). 

다. 건강위험요인과 질환과의 관련성

제2형 당뇨병은 신체 비활동, 식이습관의 변화와 고령화 현상 등과 맞물

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제2형 당뇨의 위험요인에는 유전적 요인, 환

경적 요인, 비만, 신체 비활동 등이 있으며, 비만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체중의 감소와 체중 증가의 예방은 제2형 당뇨를 예

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Trevisan R, 1998).

폐암의 발생률 및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전체 암종 중에서 1위를 차지

하고 있으며(Parkin DM, 2005), 흡연은 단일인자로서 폐암발생의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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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시키는 주요인자이며, 폐암발생률 및 사망률의 증가, 감소 추이는 흡

연율의 증가 및 감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Jemal A, 2001). 대장직장

암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남성의 경우 위암, 폐암에 이어 대장암(11.7%)이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의 경우 위암에 이어 대장암(15.5%)이 두 번

째를 차지하고 있으며 꾸준히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국민건강통계, 

2002). 음주가 직장대장암의 발생위험을 증가시키는 지에 대한 연구는 연구

결과가 논란 중에 있다(임희정, 2008). 위암의 위험요인으로는 짠음식 섭취, 

신선한 채소의 섭취부족, 헬리코박터파일로리 감염, 만성 위축성 위염 등이 

제시되고 있다(Gonzalez CA,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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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차패턴(Sequential Pattern Mining)

데이터마이닝 기법에서 연관성 분석, 군집분석, 의사결정나무 분석, 로

지스틱 회귀분석, 신경망 분석 등이 있으나 그 중에서 순차패턴 마이닝은 

연관규칙에 시간의 개념을 추가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항목들의 상호 연

관성을 찾아내는 것이다. 즉 순차패턴 마이닝 기법은 사용자가 지정한 최

소지지도를 만족하는 빈도가 높은 시퀀스들을 추출하고 이들 가운데 최대 

시퀀스를 찾는 것이다.

순차패턴은 연관규칙에 시간의 변이를 추가한 지식의 한 형태로서 1995

년 정의된 이후 학계와 산업계에 응용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

용자가 웹 사이트에 접속해서 방문하는 경로를 발견하여 사이트 구성과 광

고 배치를 결정하는 등 적용범위가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순차패턴을 찾

는 문제는 사용자의 구매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주어졌을 때 사용자가 정의

한 최소 지지도를 만족하는 모든 시퀀스를 찾아냄으로써,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사건이나 트랜잭션의 빈번한 패턴을 찾아내는 것이다.

순차패턴은 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시퀀스를 입력받아 준비된 시퀀스 집

합에서 일치하는 패턴을 추출하고, 대상자의 다음 시퀀스를 예측하는 시스

템이다. 시퀀스 집합 내의 시퀀스는 전제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

으므로 적절한 예측을 할 수 있다. 실제 처리 방법은 준비된 시퀀스 집합

내의 일치하는 시퀀스 중 가장 큰 지지도가 해당 질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이와 독립적으로 일치된 패턴 중 Lift가 가장 높은 시퀀스가 주요 

요인이 된다.

순차패턴을 이용하여 고객의 구매 패턴, 의약 처방 관리, 기상예측, 과



- 11 -

학 및 실험 데이터 분석, 웹 사이트 접근 패턴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 12 -

Ⅲ. 연구방법

1. 연구의 틀

그림 1.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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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및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을 2000년부터 2008년 까지 한 번

도 거르지 않고 모두 수검한 대상자 563,660명 중 문진내역에 생활습관과 

관련된 흡연, 음주, 운동 항목을 모두 응답한 남자 187,656명, 여자 

106,541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남자대상자의 연령분포는 2000년도에 

40세미만 113,093명, 40-49세 61,493명, 50세 이상이 13,070명이고, 여자

는 40세미만 69,024명, 40-49세 32,124명, 50세 이상이 5,393명이며, 질

환은 고혈압, 간장질환, 당뇨질환, 고지혈증을 대상으로 하였다. 

질환의 유무는 문진표의 과거력에 표시된 간염, 간장질환, 고혈압, 당뇨

병을 확인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관된 개인진료내역은 고혈압, 간

장질환, 당뇨질환, 고지혈증의 진료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였다. ‘문진표에 

과거력이 없고, 개인진료내역에 4개 상병의 진료비 지급내역이 없는 경

우’는 ‘질환이 없다’고 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건강위험요인은 흡연, 음주, 운동이며, 그 외에도 비만, 

가족력 등이 있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3가지의 위험요인을 위주로 연구하

였다.

문진표의 주요내용으로는 연령, 성별, 키, 몸무게, 가족력 등 일반사항

과 생활습관인 흡연, 음주, 운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흡연은 ‘피우지 

않는다’‘과거에 피웠으나 지금은 끊었다’를 ‘비흡연’으로 하였고, 

‘현재 피운다‘를 ’흡연‘으로 하였다. 음주습관은 ‘거의 마시지 않는

다’를 ‘비음주’로 하였고, ‘월2-3회 정도’,‘주 1-2회’,‘주 3-4

회’,‘거의 매일 마신다’를 ‘음주’로 하였다. 운동은 ‘운동하지 않는

다’를 ‘비운동’으로 하였으며,‘주1-2회’, ‘주3-4회’, ‘주5-6회’, 

‘매일’을 ‘운동’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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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가. 분석모형 및 분석항목

분석모형의 구성은 분석자료로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결과를 도출한 

모형이다. 4가지 질환(고혈압, 간장질환, 당뇨질환, 고지혈증)을 종속변수

로 하고 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생활습관별 특성(흡연, 음주, 운동)

을 독립변수로 하여 빈도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Cox's 비례위험 회귀모

형, 순차패턴 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질환별과 일반적 특성간의 관

련성, 질환별에 따른 생활습관과의 관련성, 생활습관 변화에 따른 질환별 

발생 패턴 등을 도출하였다.

그림 2. 분석모형 

나. 분석방법

분석대상자의 건강진단결과 자료를 연구방법에 맞도록 필요한 항목을 

SQL을 이용하여 추출하고 원시자료를 구성하였다. 분석은 SAS Enterprise 

Minier 9.2를 이용하였고, 질환별(고혈압, 간장질환, 당뇨질환, 고지혈증, 

)에 대한 위험요인(연령, 흡연, 음주, 운동)과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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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틱 회귀분석과 Cox's 비례위험 회귀모형은 생존분석에서 생존기간과 

여러 요인들 간의 복합적인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Cox

가 제안한 비례위험 회귀 모형을 적용하였다. 만성질환의 생활습관을 대상

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패턴을 알아보기 위해 순차패턴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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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가. 인구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는 남자는 40세 미만이 60.3%이고, 

40-49세 32.8%, 50세 이상은 7.0%이다. 여자는 40세 미만이 64.8%이고, 

40-49세는 30.2%, 50세 이상은 5.1%이다. 전체 294,197명 중 남자는 

187,656명으로 63.8%이고, 여자는 106,541명으로 36.2%이다.<표 1>

(단위: %)

구분 남자 여자 계

연령

40세미만 113,093(60.3) 69,024(64.8) 182,117(61.9)

40-49세 61,493(32.8) 32,124(30.2) 93,617(31.8)

50세 이상 13,070(7.0) 5,393(5.1) 18,463(6.3)

총계 187,656(100) 106,541(100) 294,197(100)

표 1. 인구학적 특성

연령 : 200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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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령별 최초질환 발생 특성

연령별 최초 질환발생은 남자의 경우 50세 이상에서 고혈압 발생률이 매

년 가장 높게 나타났고, 40세 미만에서는 고혈압 발생률이 2002년도에 

0.6%였으나 2006년 0.9%, 2008년 1.1%로 증가하였다. 간장질환 발생률은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하였으며, 전체 발생률을 보면 2002년도 3.3%, 2004

년 2.8%, 2008년 2.5%였다. 당뇨질환 발생률은 50세 이상에서 2002년도에 

2.0%, 2004년 1.7%, 2006년 1.6%, 2008년 1.2%로 감소하였다. 고지혈증 

발생률은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였으며 전체 발생률을 보면 2002년도 

0.5%, 2004년 0.6%, 2006년 0.8%, 2008년 1.3%였다.

여자의 경우 40-49세에서 고혈압 발생률은 2002년도 2.4%, 2004년 2.1%, 

2006년 1.7%, 2008년 1.5%로 매년 감소하였다. 간장질환 전체 발생률은 

2002년도 2.2%, 2004년 1.6%, 2006년 1.5%, 2008년 1.4%로 매년 감소하였

고, 50세 이상에서 2002년도 3.2%, 2004년 2.5%, 2006년 2.2%, 2008년 

1.9%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당뇨질환 발생률은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하

였으며, 고지혈증의 전체 발생률은 2002년도 0.5%, 2004년 0.6%, 2006년 

0.8%, 2008년 1.1%로 증가하였다. 50세 이상에서 고지혈증 발생률은 2002

년도 1.9%, 2004년 2.1%, 2006년 2.4%, 2008년 2.8%로 매년 증가하였다.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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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구분

남자 여자

계
연령

계
연령

40세미만 40-49세 50세이상 40세미만 40-49세 50세이상

2002

대상자수 187,656 96,047 70,340 21,269 106,541 60,929 36,359 9,253

고혈압 3,293
(1.8)

574
(0.6)

1,599
(2.3)

1,120
(5.3)

1,685
(1.6)

226
(0.4)

868
(2.4)

591
(6.4)

간장질환 6,282
(3.3)

2,765
(2.9)

2,604
(3.7)

913
(4.3)

2,576
(2.4)

1,364
(2.2)

916
(2.5)

296
(3.2)

당뇨질환 1,391
(0.7)

282
(0.3)

690
(1.0)

419
(2.0)

505
(0.5)

145
(0.2)

224
(0.6)

136
(1.5)

고지혈증 939
(0.5)

241
(0.3)

484
(0.7)

214
(1.0)

514
(0.5)

106
(0.2)

230
(0.6)

178
(1.9)

2004

대상자수 172,274 76,405 69,192 26,677 99,348 51,532 35,421 12,395

고혈압 3,798
(2.2)

577
(0.8)

1,736
(2.5)

1,485
(5.6)

1,680
(1.6)

140
(0.3)

808
(2.1)

732
(5.3)

간장질환 4,868
(2.8)

1,861
(2.4)

2,116
(3.1)

891
(3.3)

1,974
(1.9)

888
(1.6)

745
(1.9)

341
(2.5)

당뇨질환 1,469
(0.9)

351
(0.5)

659
(1.0)

459
(1.7)

576
(0.5)

173
(0.3)

232
(0.6)

171
(1.2)

고지혈증 1,066
(0.6)

279
(0.4)

497
(0.7)

290
(1.1)

692
(0.6)

129
(0.2)

273
(0.7)

290
(2.1)

2006

대상자수 157,875 57,666 67,426 32,783 92,408 43,590 32,823 15,995

고혈압 4,133
(2.6)

510
(0.9)

1,767
(2.6)

1,856
(5.7)

1,708
(1.6)

155
(0.3)

675
(1.7)

878
(4.5)

간장질환 4,339
(2.8)

1,489
(2.6)

1,820
(2.7)

1,030
(3.1)

1,862
(1.7)

722
(1.5)

709
(1.8)

431
(2.2)

당뇨질환 1,247
(0.8)

183
(0.3)

544
(0.8)

520
(1.6)

452
(0.4)

111
(0.2)

174
(0.4)

167
(0.9)

고지혈증 1,255
(0.8)

261
(0.5)

569
(0.8)

425
(1.3)

866
(0.8)

107
(0.2)

301
(0.8)

458
(2.4)

2008

대상자수 144,034 49,571 56,257 38,206 85,633 40,613 25,912 19,108

고혈압 3,906
(2.7)

521 
(1.1)

1,393
(2.5)

1,992
(5.2)

1,528
(1.4)

109
(0.2)

512
(1.5)

907
(3.6)

간장질환 3,600
(2.5)

1,174
(2.4) 

1,418
(2.5)

1,008
(2.6)

1,621
(1.5)

641
(1.4)

497
(1.4)

483
(1.9)

당뇨질환 1,037
(0.7)

162
(0.3) 

403
(0.7)

472
(1.2)

390
(0.4)

102
(0.2)

111
(0.3)

177
(0.7)

고지혈증 1,827
(1.3)

393
(0.8)

758
(1.4)

676
(1.8)

1,135
(1.1)

153
(0.3)

287
(0.8)

695
(2.8)

표 2. 연령별 최초질환 발생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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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별, 습관별 최초질환 발생 특성 - 남자

현재 흡연과 비흡연에서 남자는 모두 고혈압 발생률이 증가하였고, 간장

질환 발생률은 감소하였다. 당뇨질환 발생률은 현재 흡연과 비흡연 모두 

변동이 없었으며, 고지혈증 발생률의 경우 비흡연에서는 2002년도 0.6%, 

2004년 0.7%, 2006년 0.9%, 2008년 1.4%로 매년 증가하였다. 현재 흡연의 

경우 고지혈증 발생률은 2002년도 0.4%, 2006년 0.7%, 2008년 1.1%로 매년 

증가하였다.

음주하는 남자의 경우 고혈압 발생률은 2002년도 1.8%, 2004년 2.2%, 

2006년 2.7%, 2008년 2.8%로 매년 증가하였고, 음주하지 않는 남자의 경우 

고혈압 발생률은 2002년도 1.7%, 2004년 2.1%, 2006년 2.3%, 2008년 2.6%

로 매년 증가하여 음주하지 않는 남자보다 음주하는 남자의 고혈압 발생률

이 더 높았다. 간장질환 발생률의 경우 음주하는 남자와 음주하지 않는 남

자 모두 간장질환 발생률이 감소하였다. 당뇨질환 발생률은 음주와 비음주 

모두 변동이 없었으며, 고지혈증 발생률은 음주하는 남자가 2002년도 

0.5%, 2004년 0.6%, 2006년 0.8%, 2008년 1.2%로 증가하였고, 음주하지 

않는 남자는 2002년도 0.6%, 2004년 0.8%, 2006년 0.9%, 2008년 1.3%로 

증가하였다.

운동하는 남자와 운동하지 않는 남자 모두 고혈압 발생률은 증가하였으

며, 당뇨질환 발생률은 운동하는 남자와 운동하지 않는 남자 모두 변동이 

없었다. 고지혈증 발생률은 운동하는 남자와 운동하지 않는 남자에게서 모

두 2002년도 0.5%, 2004년 0.6%, 2006년 0.8% 증가률을 보였고, 2008년에

는 운동하는 경우 고지혈증 발생률이 1.3%, 운동하지 않은 경우 1.2%로 나

타났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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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구분
흡연 음주 운동

계 비흡연 현재흡연 계 비음주 음주 계 운동 비운동

2002

대상자수 187,656 96,188 91,468 187,656 50,930 136,726 187,656 120,912 66,744

고혈압 3,293 2,026
(2.1)

1,267
(1.4) 3,293 871

(1.7)
2,422
(1.8) 3,293 2,205

(1.8)
1,088
(1.6)

간장질환 6,282 3,531
(3.7)

2,751
(3.0) 6,282 1,891

(3.7)
4,391
(3.2) 6,282 4,032

(3.3)
2,250
(3.4)

당뇨질환 1,391 799
(0.8)

592
(0.7) 1,391 472

(0.9)
919

(0.7) 1,391 893
(0.7)

498
(0.8)

고지혈증 939 554
(0.6)

385
(0.4) 939 324

(0.6)
615

(0.5) 939 604
(0.5)

335
(0.5)

2004

대상자수 172,274 94,116 78,158 172,274 49,888 122,386 172,274 114,399 57,875

고혈압 3,798 2,436
(2.6)

1,362
(1.4) 3,798 1,068

(2.1)
2,730
(2.2) 3,798 2,602

(2.3)
1,196
(2.1)

간장질환 4,868 2,838
(3.0)

2,030
(3.0) 4,868 1,448

(2.9)
3,420
(2.8) 4,868 3,279

(2.9)
1,589
(2.8)

당뇨질환 1,469 854
(0.9)

615
(0.7) 1,469 488

(1.0)
981

(0.8) 1,469 965
(0.8)

504
(0.9)

고지혈증 1,066 659
(0.7)

407
(0.4) 1,066 379

(0.8)
687

(0.6) 1,066 730
(0.6) 

336
(0.6)

2006

대상자수 157,875 93,665 64,210 157,875 49,531 108,344 157,875 104,729 53,146

고혈압 4,133 2,729
(2.9)

1,404
(2.2) 4,133 1,161

(2.3)
2,972
(2.7) 4,133 2,829

(2.7)
1,304
(2.5)

간장질환 4,339 2,781
(3.0)

1,558
(2.4) 4,339 1,414

(2.9)
2,925
(2.7) 4,339 2,881

(2.8)
1,458
(2.7)

당뇨질환 1,247 805
(0.9)

442
(0.7) 1,247 431

(0.9)
816

(0.8) 1,247 853
(0.8)

394
(0.7)

고지혈증 1,255 818
(0.9)

437
(0.7) 1,255 430

(0.9)
825

(0.8) 1,255 859
(0.8)

396
(0.8)

2008

대상자수 144,034 84,761 59,273 144,034 42,141 101,893 144,034 99,671 44,363

고혈압 3,906 2,634
(3.1)

1,272
(2.2) 3,906 1,075

(2.6)
2,831
(2.8) 3,906 2,755

(2.8)
1,151
(2.6)

간장질환 3,600 2,231
(2.6)

1,369
(2.3) 3,600 1,061

(2.6)
2,539
(2.5) 3,600 2,481

(2.5)
1,119
(2.5)

당뇨질환 1,037 659
(0.8)

378
(0.6) 1,037 379

(0.9)
658

(0.7) 1,037 710
(0.7)

327
(0.7)

고지혈증 1,827 1,158
(1.4)

669
(1.1) 1,827 562

(1.3)
1,265
(1.2) 1,827 1,283

(1.3)
544

(1.2)

표 3. 성별, 습관별 최초질환 발생 특성 -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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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성별, 습관별 최초질환 발생 특성 - 여자

여자의 현재흡연 건수는 분석대상 질환별로 십여 건이 발생하여 일반화

하기 어려워 분석에서 제외 하였다. 음주하는 여자의 경우 고지혈증 발생

률은 2002년도 0.3%, 2004년 0.5%, 2006년 0.6%, 2008년 0.9%로 증가하였

고, 음주하지 않는 여자는 2002년도 0.5%, 2004년 0.8%, 2006년 1.0%, 

2008년 1.5%로 증가하였다.

운동하는 여자의 고지혈증 발생률은 2002년도 0.4%, 2004년 0.6%, 2006

년 0.9%, 2008년 1.2%로 증가하였고, 운동하지 않는 여자의 고지혈증 발생

률은 2002년도 0.6%, 2004년 0.9%, 2006년 1.0%, 2008년 1.6%로 증가하였

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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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구분
흡연 음주 운동

계 비흡연 현재흡연 계 비음주 음주 계 운동 비운동

2002

대상자수 106.541 105,498 1,043 106.541 72,266 30,275 106.541 74,683 31,858

고혈압 1,685 1,671
(1.6)

14
(1.3) 1,685 1,303

(1.7)
382

(1.3) 1,685 1,168
(1.6)

517
(1.6)

간장질환 2,576 2,555
(2.4)

21
(2.0) 2,576 1,896

(2.5)
680

(2.2) 2,576 1,782
(2.4)

794
(2.5)

당뇨질환 505 499
(0.5)

6
(0.6) 505 401

(0.5)
104

(0.3) 505 343
(0.5

162
(0.5)

고지혈증 514 510
(0.5)

4
(0.4) 514 415

(0.5)
99

(0.3) 514 323
(0.4)

191
(0.6)

2004

대상자수 99.348 98,542 806 99.348 71,020 28,328 99.348 63,160 36,188

고혈압 1,680 1,670
(1.7)

10
(1.2) 1,680 1,299

(1.8)
381

(1.3) 1,680 1,031
(1.6)

649
(1.8)

간장질환 1,974 1,963
(2.0)

11
(1.4) 1,974 1,479

(2.1)
495

(1.7) 1,974 1,179
(1.9)

795
(2.2)

당뇨질환 576 573
(0.6)

3
(0.4) 576 449

(0.6)
127

(0.4) 576 374
(0.6)

202
(0.6)

고지혈증 692 689
(0.7)

3
(0.4) 692 553

(0.8)
139

(0.5) 692 380
(0.6)

312
(0.9)

2006

대상자수 92.408 91,756 652 92.408 68,610 23,798 92.408 60,414 31,994

고혈압 1,708 1,700
(1.9)

8
(1.2) 1,708 1,367

(2.0)
341

(1.4) 1,708 1,061
(1.8)

647
(2.0)

간장질환 1,862 1,850
(2.0)

12
(1.8) 1,862 1,448

(2.1)
414

(1.7) 1,862 1,194
(2.0)

668
(2.1)

당뇨질환 452 448
(0.5)

4
(0.6) 452 349

(0.5)
103

(0.4) 452 295
(0.5)

157
(0.5)

고지혈증 866 859
(0.9)

7
(1.1) 866 713

(1.0)
153

(0.6) 866 538
(0.9)

328
(1.0)

2008

대상자수 85.633 85,066 567 85.633 62,396 23,237 85.633 54,427 31,206

고혈압 1,528 1,522
(1.8)

6
(1.1) 1,528 1,229

(2.0)
299

(1.3) 1,528 892
(1.6)

636
(2.0)

간장질환 1,621 1,614
(1.9)

7
(1.2) 1,621 1,217

(2.0)
404

(1.7) 1,621 995
(1.8)

626
(2.0)

당뇨질환 390 389
(0.5)

1
(0.2) 390 327

(0.5)
63

(0.3) 390 234
(0.4)

156
(0.5)

고지혈증 1,135 1,131
(1.3)

4
(0.7) 1,135 918

(1.5)
217

(0.9) 1,135 648
(1.2)

487
(1.6)

표 4. 성별, 습관별 최초질환 발생 특성 -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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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지스틱 회귀분석

가. 고혈압

고혈압 발생률은 남자의 경우 40-49세는 40세 미만 보다 고혈압 발생률

이 3.30배 높고, 50세 이상은 40세 미만 보다 6.97배 높았으며, 비흡연자

에 비해 흡연자가 0.90배 낮았다. 비음주자에 비해 음주자가 1.36배 고혈

압 발생률이 높았으며, 운동하는 사람에 비해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의 고

혈압 발생률이 0.98배 낮았다.

여자의 경우 40-49세는 40세 미만 보다 고혈압 발생률이 6.85배 높았고, 

50세 이상은 14.49배 높으며,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고혈압 발생률이 

0.92배 낮았다. 비음주자에 비해 음주자가 1.02배 높았으며, 운동하는 사

람에 비해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고혈압 발생률은 1.36배 높았다.

고혈압 발생률을 남자와 여자로 비교해보면 40-49세까지 남자가 40세 미

만에 비해 3.30배 높은 반면, 여자의 경우는 6.85배로 두 배 이상 높았고, 

50세 이상 남자는 40세 미만에 비해 고혈압 발생률이 6.97배인 반면, 여자

는 14.49배로 나타났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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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남자 여자

Odds Ratio 95% C.I. Odds Ratio 95% C.I.

연령

40세미만 1 1

40-49세 3.297* 3.184  3.413 6.850* 6.465  7.259

50세이상 6.969* 6.646  7.308 14.493* 13.400  15.675

흡연

비흡연 1 1

흡연 0.904* 0.875  0.934 0.920 0.766  1.106

음주

비음주 1 1

음주 1.358* 1.292  1.427 1.023 0.974  1.075

운동

운동 1 1

비운동 0.975 0.943  1.010 1.364 1.194  1.557

표 5. 고혈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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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장질환

간장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자의 경우 40-49세는 40세 미

만 보다 간장질환 발생률이 1.27배 높고, 50세 이상은 40세 미만 보다 

1.25배 높았다.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가 간장질환 발생률이 0.93배 낮았

다. 비음주자에 비해 음주자가 1.06배 높았으며, 운동하는 사람에 비해 운

동을 하지 않는 사람의 간장질환 발생률이 1.04배 높았다.

여자의 경우 40-49세는 40세 미만 보다 간장질환 발생률이 1.39배 높았

고, 50세 이상은 1.58배 높았다.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간장질환 발생

률이 0.86배 낮았고, 비음주자에 비해 음주자가 0.92배 낮았으며, 운동하

는 사람에 비해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의 간장질환 발생률이 0.98배 낮았

다.<표 6>



- 26 -

구분
남자 여자

Odds Ratio 95% C.I. Odds Ratio 95% C.I.

연령

40세미만 1 1

40-49세 1.265* 1.227  1.305 1.390* 1.326  1.457 

50세이상 1.253* 1.186  1.325 1.583* 1.447  1.732

흡연

비흡연 1 1

흡연 0.927* 0.899  0.955 0.855 0.724  1.011

음주

비음주 1 1

음주 1.061* 1.015  1.110 0.916* 0.876  0.958

운동

운동 1 1

비운동 1.042* 1.010  1.076 0.976 0.868  1.097

표 6. 간장질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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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뇨질환

당뇨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자의 경우 40-49세는 40세 미

만 보다 당뇨질환 발생률이 2.74배 높고, 50세 이상은 40세 미만 보다 

4.46배 높았다.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가 1.10배 높았고, 운동하는 사람

에 비해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의 당뇨질환 발생률이 1.09배 높았다.

여자의 경우 40-49세는 40세 미만 보다 당뇨질환 발생률이 2.79배 높았

고, 50세 이상은 5.23배 높았으며,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당뇨질환 

발생률이 1.05배 높았다. 비음주자에 비해 음주자가 0.93배 낮았으며, 

운동하는 사람에 비해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당뇨질환 발생률은 1.32

배 높았다.<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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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남자 여자

Odds Ratio 95% C.I. Odds Ratio 95% C.I.

연령

40세미만 1 1

40-49세 2.736* 2.591  2.889 2.792* 2.556  3.050

50세이상 4.459* 4.137  4.807 5.231* 4.609  5.937

흡연

비흡연 1 1

흡연 1.104* 1.048  1.163 1.053 0.789  1.406

음주

비음주 1 1

음주 0.998 0.927  1.073 0.926 0.852  1.006

운동

운동 1 1

비운동 1.086* 1.027  1.148 1.319* 1.044  1.665

표 7. 당뇨질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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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지혈증

고지혈증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자의 경우 40-49세는 40세 미

만 보다 고지혈증 발생률이 2.00배 높았고, 50세 이상은 40세 미만 보다 

2.44배 높았다.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가 1.02배 높았다. 비음주자에 비

해 음주자가 0.90배 낮았으며, 운동하는 사람에 비해 운동을 하지 않는 사

람의 고지혈증 발생률이 1.01배 높았다. 

여자의 경우 40-49세는 40세 미만 보다 고지혈증 발생률이 5.33배 높았

고, 50세 이상은 9.96배 높았다.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고지혈증 발생

률이 1.24배 높았다. 비음주자에 비해 음주자가 0.86배 낮았으며, 운동하

는 사람에 비해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의 고지혈증 발생률이 0.87배 낮았

다.

고지혈증 발생률을 남자와 여자로 비교해보면 40-49세까지 남자가 40세 

미만에 비해 2.00배 높은 반면, 여자의 경우는 5.33배로 두 배 이상 높았

고, 50세 이상 남자에서는 40세 미만에 비해 고지혈증 발생률이 2.44배인 

반면, 여자는 9.96배로 나타났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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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남자 여자

Odds Ratio 95% C.I. Odds Ratio 95% C.I.

연령

40세미만 1 1

40-49세 2.002* 1.901  2.109 5.334* 4.945  5.754

50세이상 2.441* 2.251  2.648 9.956* 8.993  11.022

흡연

비흡연 1 1

흡연 1.024 0.973  1.078 1.244 0.997  1.552

음주

비음주 1 1

음주 0.898* 0.836  0.963 0.862* 0.807  0.921

운동

운동 1 1

비운동 1.011 0.958  1.066 0.873 0.751  1.015

표 8. 고지혈증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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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x's 비례위험 회귀모형

가. 고혈압

고혈압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자의 경우 40-49세는 40세 미만 

보다 고혈압 발생률이 3.08배 높고, 50세 이상은 40세 미만 보다 5.94배 

높았다.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가 0.91배 낮았다. 비음주자에 비해 음주

자가 1.32배 높았으며, 운동하는 사람에 비해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의 고

혈압 발생률이 0.98배 낮았다.

여자의 경우 40-49세는 40세 미만 보다 고혈압 발생률이 6.29배 높았고, 

50세 이상은 12.21배 높으며,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고혈압 발생률이 

0.93배 낮았다. 비음주자에 비해 음주자가 1.03배 높았으며, 운동하는 사

람에 비해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의 고혈압 발생률은 1.34배 높았다.

고혈압 발생률을 남자와 여자로 비교해보면 40-49세까지 남자가 40세 미

만에 비해 3.08배 높은 반면, 여자의 경우는 6.29배로 두 배 이상 높았고, 

50세 이상 남자에서는 40세 미만에 비해 고혈압 발생률이 5.94배인 반면, 

여자는 12.21배로 나타났다.<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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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남자 여자

Hazard Ratio 95% C.I. Hazard Ratio 95% C.I.

연령

40세미만 1 1

40-49세 3.078* 2.977  3.181 6.293* 5.950  6.656

50세이상 5.944* 5.697  6.202 12.208* 11.367  13.112

흡연

비흡연 1 1

흡연 0.910* 0.883  0.938 0.926 0.780  1.100

음주

비음주 1 1

음주 1.319* 1.260  1.381 1.025 0.979  1.073

운동

운동 1 1

비운동 0.977 0.947  1.009 1.336* 1.180  1.514

표 9. 고혈압 Cox's 비례위험 회귀모형 결과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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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장질환

간장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자의 경우 40-49세는 40세 미

만 보다 간장질환 발생률이 1.25배 높고, 50세 이상은 40세 미만 보다 

1.24배 높았다.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가 간장질환 발생률이 0.93배 낮았

다. 비음주자에 비해 음주자가 1.06배 높았으며, 운동하는 사람에 비해 운

동을 하지 않는 사람의 간장질환 발생률이 1.04배 높았다.

여자의 경우 40-49세는 40세 미만 보다 간장질환 발생률이 1.36배 높았

고, 50세 이상은 1.54배 높았다.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간장질환 발생

률이 0.86배 낮았고, 비음주자에 비해 음주자가 0.92배 낮았으며, 운동하

는 사람에 비해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의 간장질환 발생률이 0.98배 낮았

다.<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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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남자 여자

Hazard Ratio 95% C.I. Hazard Ratio 95% C.I.

연령

40세미만 1 1

40-49세 1.246* 1.210  1.282 1.362* 1.302  1.424

50세이상 1.236* 1.173  1.302 1.541* 1.415  1.677

흡연

비흡연 1 1

흡연 0.931* 0.905  0.958 0.861 0.733  1.011

음주

비음주 1 1

음주 1.055 1.012  1.101 0.92* 0.882  0.960

운동

운동 1 1

비운동 1.04 1.009  1.072 0.975 0.872  1.091

표 10. 간장질환 Cox's 비례위험 회귀모형 결과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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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뇨질환

당뇨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자의 경우 40-49세는 40세 미

만 보다 당뇨질환 발생률이 2.68배 높고, 50세 이상은 40세 미만 보다 

4.28배 높았다.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가 1.10배 높고, 운동하는 사람에 

비해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의 당뇨질환 발생률이 1.08배 높았다.

여자의 경우 40-49세는 40세 미만 보다 당뇨질환 발생률이 2.75배 높았

고, 50세 이상은 5.06배 높았으며,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당뇨질환 

발생률이 1.06배 높았다. 비음주자에 비해 음주자가 0.93배 낮았으며, 

운동하는 사람에 비해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의 당뇨질환 발생률은 1.31

배 높았다.<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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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남자 여자

Hazard Ratio 95% C.I. Hazard Ratio 95% C.I.

연령

40세미만 1 1

40-49세 2.678* 2.538  2.825 2.75* 2.520  3.000

50세이상 4.283* 3.983  4.605 5.055* 4.469  5.718

흡연

비흡연 1 1

흡연 1.099* 1.045  1.157 1.056 0.795  1.404

음주

비음주 1 1

음주 0.997 0.929  1.071 0.927 0.854  1.006

운동

운동 1 1

비운동 1.083* 1.026  1.143 1.314* 1.044  1.654

표 11. 당뇨질환 Cox's 비례위험 회귀모형 결과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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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지혈증

고지혈증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자의 경우 40-49세는 40세 미

만 보다 고지혈증 발생률이 1.97배 높았고, 50세 이상은 40세 미만 보다 

2.39배 높았다.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가 1.02배 높았다. 비음주자에 비

해 음주자가 0.90배 낮았으며, 운동하는 사람에 비해 운동을 하지 않는 사

람의 고지혈증 발생률이 1.01배 높았다. 

여자의 경우 40-49세는 40세 미만 보다 고지혈증 발생률이 5.11배 높았

고, 50세 이상은 9.24배 높았다.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고지혈증 발생

률이 1.23배 높았다. 비음주자에 비해 음주자가 0.87배 낮았으며, 운동하

는 사람에 비해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의 고지혈증 발생률이 0.88배 낮았

다.

고지혈증 발생률을 남자와 여자로 비교해보면 40-49세까지 남자가 40세 

미만에 비해 1.97배 높은 반면, 여자의 경우는 5.11배로 두 배 이상 높았

고, 50세 이상 남자는 40세 미만에 비해 고지혈증 발생률이 2.39배인 반

면, 여자는 9.24배로 나타났다.<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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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남자 여자

Hazard Ratio 95% C.I. Hazard Ratio 95% C.I.

연령

40세미만 1 1

40-49세 1.972* 1.874  2.074 5.112* 4.745  5.507

50세이상 2.389* 2.208  2.585 9.243* 8.386  10.187

흡연

비흡연 1 1

흡연 1.023 0.972  1.076 1.233 0.997  1.525

음주

비음주 1 1

음주 0.899* 0.839  0.964 0.867* 0.814  0.924

운동

운동 1 1

비운동 1.01 0.958  1.064 0.88 0.762  1.017

표 12. 고지혈증 Cox's 비례위험 회귀모형 결과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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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환별 순차패턴

가. 고혈압

2000년도 건강검진 문진표상에 과거력도 없고, 진료내역도 없는 대상자

를 2002년부터 2008년까지 8년간 총 4회의 음주, 흡연, 운동여부의 규칙을 

정리하였고, 그 결과 남자의 경우 8년 연속 비흡연자의 고혈압 발생률은 

2.58%,  6년 연속 흡연자의 고혈압 발생률은 4.30%으로 나타나 흡연이 고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년 연속 비음주자의 고혈압 발

생률은 4.62%, 6년 연속 음주하는 경우 고혈압 발생률은 5.34%로 나타났

다. 6년 연속 운동하는 사람의 고혈압 발생률은 3.79%이고, 6년 동안 계속 

운동하지 않는 사람의 고혈압 발생률은 5.05%이다. 6년 연속 비음주·비흡

연자의 고혈압 발생률은 4.99%, 6년 동안 음주를 하고 흡연도 하는 사람의 

고혈압 발생률은 5.61%로 나타났다. 남자에게는 흡연과 음주, 운동이 고혈

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자의 경우 8년 연속 비흡연할 경우 고혈압 발생률은 1.96%이고, 8년 

연속 음주를 하지 않을 경우 고혈압 발생률은 1.81%이다. 4년 연속 운동하

는 경우 고혈압 발생률은 4.71%, 6년 연속 운동하지 않은 경우 고혈압 발

생률은 5.13%이고, 음주와 흡연을 6년 연속 하지 않은 경우 고혈압 발생률

은 4.27%였다.<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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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건수 지지도 신뢰도 연관규칙

남자

흡연 2,010 1.07 2.58 비흡연→비흡연→비흡연→비흡연→고혈압(8년)

3,671 1.96 4.30 흡연→흡연→흡연→고혈압(6년)

음주 2,128 1.13 4.62 비음주→비음주→비음주→고혈압(6년)

7,253 3.87 5.34 음주→음주→음주→고혈압(6년)

운동 4,737 2.52 3.79 운동→운동→운동→고혈압(6년)

2,809 1.50 5.05 비운동→비운동→비운동→고혈압(6년)

습관 5,584 2.98 4.99 비음주·비흡연→비음주·비흡연→비음주·비흡연→고혈압(6년)

3,920 2.09 5.61 음주·흡연→음주·흡연→음주·흡연→고혈압(6년)

여자

흡연 1,995 1.87 1.96 비흡연→비흡연→비흡연→비흡연→고혈압(8년)

음주 1,206 1.13 1.81 비음주→비음주→비음주→비음주→고혈압(8년)

1,260 1.18 3.77 음주→음주→고혈압(4년)

운동 2,064 1.94 4.71 운동→운동→고혈압(4년)

4,058 3.81 5.13 비운동→비운동→비운동→고혈압(6년)

습관 4,444 4.17 4.27 비음주·비흡연→비음주·비흡연→비음주·비흡연→고혈압(6년)

표 13. 생활습관 변화에 따른 고혈압 발생 순차패턴 결과

→ : 2년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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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장질환

간장질환에 있어 흡연과 음주, 운동 및 습관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6년 연속 비흡연한 경우 간장질환 발생률은 4.22%이고, 6년 

연속 흡연할 경우 간장질환 발생률이 4.59%였다. 4년 연속 음주한 경우 간

장질환 발생률이 6.22%로 가장 높았고, 음주도 하지 않고 흡연도 하지 않

는 습관을 6년 이상 가진 남자는 간장질환 발생률이 4.17%, 음주도 하면서 

흡연을 하는 습관을 6년 이상 가진 남자는 간장질환 발생률이 4.83%로 확

인되었다. 

여자의 경우 6년 연속 흡연하지 않는 경우 간장질환 발생률이 4.03%이

고, 6년 연속 음주를 하지 않을 경우 간장질환 발생률은 3.59%, 4년 연속 

음주하는 경우 간장질환 발생률은 3.68%였다. 6년 연속 운동하지 않은 경

우 남자와 여자를 비교해보면 여자가 간장질환 발생률이 3.24%인 반면, 남

자는 3.87%로 여자가 남자보다 낮게 나타났다.<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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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건수 지지도 신뢰도 연관규칙

남자

흡연 4,122 2.20 4.22 비흡연→비흡연→비흡연→간장질환(6년)

3,985 2.12 4.59 흡연→흡연→흡연→간장질환(6년)

음주 3,705 1.97 5.67 비음주→비음주→간장질환(4년)

9,465 5.04 6.22 음주→음주→간장질환(4년)

운동 4,761 2.54 3.74 운동→운동→운동→간장질환(6년)

2,152 1.15 3.87 비운동→비운동→비운동→간장질환(6년)

습관 4,777 2.55 4.17 비음주·비흡연→비음주·비흡연→비음주·비흡연→간장질환(6년)

3,411 1.82 4.83 음주·흡연→음주·흡연→음주·흡연→간장질환(6년)

여자

흡연 4,260 4.00 4.03 비흡연→비흡연→비흡연→간장질환(6년)

음주 2,944 2.76 3.59 비음주→비음주→비음주→간장질환(6년)

1,336 1.25 3.68 음주→음주→간장질환(4년)

운동 1,473 1.38 3.21 운동→운동→간장질환(4년)

2,541 2.38 3.24 비운동→비운동→비운동→간장질환(6년)

습관 4,272 4.01 4.03 비음주·비흡연→비음주·비흡연→비음주·비흡연→ 간장질환(6년)

표 14. 생활습관 변화에 따른 간장질환 발생 순차패턴 결과

→ : 2년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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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뇨질환

남자의 당뇨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습관의 연관규칙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흡연을 4

년 연속하지 않는 경우 당뇨질환 발생률은 2.27%이고, 4년 연속 흡연하는 

경우 당뇨질환 발생률은 2.53%로 확인되었다. 6년 연속 음주도 하지 않고 

흡연도 하지 않는 경우 당뇨질환 발생률은 1.87%로 확인되었고, 여자의 당

뇨질환은 흡연, 음주, 운동과 관련한 연관규칙이 나타나지 않았다.<표 15>

구분 건수 지지도 신뢰도 연관규칙

남자

흡연 2,686 1.43 2.27 비흡연→비흡연→당뇨질환(4년)

2,607 1.39 2.53 흡연→흡연→당뇨질환(4년)

음주 3,087 1.65 2.83 비음주→당뇨질환(2년)

4,381 2.33 2.86 음주→음주→당뇨질환(4년) 

운동 3,997 2.13 2.99 운동→운동→당뇨질환(4년)

3,997 2.13 2.99 비운동→당뇨질환(2년)

습관 2,173 1.16 1.87 비음주·비흡연 →비음주·비흡연 →비음주·비흡연 →당뇨질환(6년)

2,091 1.11 2.39 음주·흡연→음주·흡연→당뇨질환(4년)

표 15. 생활습관 변화에 따른 당뇨질환 발생 순차패턴 결과

→ : 2년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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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지혈증

흡연을 6년 연속 하지 않는 남자의 경우 고지혈증 발생률은 2.11%이고, 

4년 연속 흡연을 하는 경우 고지혈증 발생률은 2.74%로 확인되었다. 운동

을 6년 연속 하는 남자의 고지혈증 발생률은 1.89%이며, 4년 연속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 고지혈증 발생률은 2.33%로 나타났다. 음주와 흡연을 6년 

연속 하지 않은 경우 고지혈증 발생률은 2.19%이고, 음주와 흡연을 4년 연

속 하는 경우 고지혈증 발생률은 2.56%로 확인되었다. 여자의 고지혈증은 

흡연, 음주, 운동 등 습관과 관련한 연관규칙이 나타나지 않았다.<표 16>

구분 건수 지지도 신뢰도 연관규칙

남자

흡연 2,086 1.11 2.11 비흡연→비흡연→비흡연→고지혈증(6년)

2,833 1.51 2.74 흡연→흡연→고지혈증(4년)

음주 3,335 1.78 3.05 비음주→고지혈증(2년)

5,523 2.94 3.35 음주→고지혈증(2년)

운동 2,449 1.31 1.89 운동→운동→운동→고지혈증(6년)

2,043 1.09 2.33 비운동→비운동→고지혈증(4년)

습관 2,538 1.35 2.19 비음주·비흡연→비음주·비흡연→비음주·비흡연→고지혈증(6년)

2,244 1.20 2.56 음주·흡연→음주·흡연→고지혈증(4년)

표 16. 생활습관 변화에 따른 고지혈증 발생 순차패턴 결과

→ : 2년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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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4년 연속 같은 생활습관을 가졌을 때 순차패턴 분석

4년 연속 같은 생활습관을 가졌을 때 어떤 습관이 어떤 질환에 가장 영

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는 남자의 경우 4년 연속 음주했을 때 고혈압 발

생률이 45.83%로 가장 높았고, 4년 연속 흡연한 경우도 42.64%로 높게 나

타났다. 4년 연속 흡연과 음주 두 가지 습관을 다 가진 사람의 고혈압 발

생률이 41.36%, 간장질환 발생률은 7.14%로 확인되었다. 반면 고지혈증은 

4년 연속 흡연을 한 경우 2.74%, 4년 연속 운동을 하지 않은 경우 2.33%,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4년 이상 계속한 경우에도 고지혈증 발생률은 2.56%

로 나타났다.<표 17>

구분 건수 지지도 신뢰도 연관규칙

고혈압

흡연 3,346 1.78 42.64 흡연→흡연→고혈압(4년)

음주 6,260 3.34 45.83 음주→음주→고혈압(4년)

운동 2,484 1.32 39.78 비운동→ 비운동→고혈압(4년) 

복합습관 2,794 1.49 41.36 흡연·음주→흡연·음주→고혈압(4년)

간장질환

흡연 7,547 4.02 7.29 흡연→흡연→간장질환(4년)

음주 9,465 5.04 6.22 음주→음주→간장질환(4년)

운동 5,503 2.93 6.28 비운동→비운동→간장질환(4년)

복합습관 6,262 3.34 7.14 흡연·음주→흡연·음주→간장질환(4년)

당뇨질환

흡연 2,607 1.39 2.53 흡연→흡연→당뇨질환(4년)

복합습관 2,091 1.11 2.39 흡연·음주→흡연·음주→당뇨질환(4년)

고지혈증

흡연 2,833 1.51 2.74 흡연→흡연→고지혈증(4년)

운동 2,043 1.09 2.33 비운동→비운동→고지혈증(4년)

복합습관 2,244 1.20 2.56 흡연·음주→흡연·음주→고지혈증(4년)

표 17. 4년 연속 같은 생활습관을 가졌을 때 질환 발생 순차패턴 결과(남자) 

→ : 2년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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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연속 같은 생활습관을 가졌을 때 여자의 경우를 보면 음주를 4년 연

속한 경우 고혈압 발생률이 3.77%, 4년 연속 운동하지 않을 경우 고혈압 

발생률은 34.92%였다. 간장질환은 4년 연속 음주하였을 때 간장질환 발생

률은 3.68%인 반면, 4년 연속 운동하지 않았을 경우 간장질환 발생률은 

5.36%로 나타났다.<표 18>

구분 건수 지지도 신뢰도 연관규칙

고혈압

음주 1,260 1.18 3.77 음주→음주→고혈압(4년)

운동 1,417 1.33 34.92 비운동→비운동→고혈압(4년)

간장질환

음주 1,336 1.25 3.68 음주→음주→간장질환(4년)

운동 5,009 4.70 5.36 비운동→비운동→간장질환(4년)

표 18. 4년 연속 같은 생활습관을 가졌을 때 질환 발생 순차패턴 결과(여자)

→ : 2년 간격

바. 기타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등 6개암은 2002년도부

터 2008년까지 917건이 확인되었고, 같은 기간 중 심장병은 2,810건, 뇌졸

중은 1,306건이 확인되어 일반화하기가 어려워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5. 활용방안

본 연구는 생활습관에 따른 건강위험요인과 질환 발생의 시기를 분석한 것

으로서 활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에 건강나이 알아보기, 뇌졸중 위험 

예측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고 있으나, 금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최초 질환



- 47 -

발생시기 또는 진료비 예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건강검진 

수검 자료 중 문진표에 표시한 개인별 생활습관을 바탕으로 향후 언제, 어떤 질

환이 최초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것의 예상 진료비는 어느 정도가 될 것

인지를 예측하여 제공한다면 개인은 물론, 만성질환 예방에 사업에 종사하는 건

강관리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금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40대 이후 주로 발생하는 만성질환과 생활

습관을 연계하여 질환과 진료비를 예측할 수 있고, 65세 이상 노인인구에게 주

로 발생하는 질환과 생활습관을 연계하여 노인진료비의 중장기 추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

는 노인건강운동 프로그램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음주와 흡연, 식습관 교육 등

을 강화한다면 노인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고,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금연이나, 절주, 운동 프로그램과 연계사업을 실시한다면 보다 

나은 사업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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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 찰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을 한 번도 거르지 않

고 모두 수검한 대상자 563,660명 중 문진내역에 생활습관과 관련된 흡연, 

음주, 운동 항목을 모두 응답한 대상자 294,197명을 분석자료로 이용하였

다.

고혈압, 간장질환, 당뇨질환, 고지혈증에 중점을 두어 건강위험요인을 

생활습관 변수로 제한하고, 위험요인 기간이 증가함에 따른 네 가지 질환

과의 연관성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고혈압은 

40-49세가 40세 미만에 비해 고혈압 발생률이 남자 3.30배, 여자가 6.85

배,  50세 이상에서는 남자가 6.97배, 여자가 14.49배 고혈압 발생률이 높

았고, 운동하는 여자보다 운동하지 않은 여자가 고혈압 발생률이 1.36배로 

높았다. 음주하지 않는 남자보다 음주하는 남자의 고혈압 발생률이 1.36배

로 높았다.

당뇨질환은 40-49세가 40세 미만에 비해 당뇨질환 발생률이 남자가 2.74

배, 여자가 2.79배였고, 50세 이상에서 남자가 4.46배, 여자가 5.23배 당

뇨질환 발생률이 높았다. 운동하는 여자보다 운동하지 않은 여자가 당뇨질

환 발생률이 1.32배 높았고, 흡연에서는 남녀 모두 비흡연자보다 흡연하는 

사람이 당뇨질환 발생률이 높았다. 

고지혈증은 40-49세가 40세 미만에 비해 고지혈증 발생률이 남자가 2.00

배, 여자가 5.33배였고, 50세 이상에서 남자가 2.44배, 여자가 9.96배 고

지혈증 발생률이 높았고, 비흡연자보다 흡연자가 고지혈증 발생률이 높았

다. 또한 같은 대상자를 Cox's 비례위험 회귀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로지스

틱 회귀분석과 거의 같은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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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패턴에 의하면 음주와 흡연을 6년 연속하는 남자의 고혈압 발생률은 

5.61%, 여자는 4.27%였다. 음주와 흡연을 4년 연속하는 남자의 당뇨질환 

발생률은 2.39%였고, 고지혈증 발생률은 2.56%, 고혈압 발생률이 41.36%로 

가장 높았다. 간장질환 발생률은 7.14%이고, 여자가 음주와 흡연을 4년 연

속 하는 경우 당뇨질환과 고지혈증은 연관규칙이 나타나지 않았다.

지현창(1999)등은 강화지역 성인남녀의 12년간 고혈압 발생률과 위험요

인을 분석한 결과 높은 정상혈압과 BMI수준 및 BMI 증가는 고혈압 발생률

을 남자 41.5%, 여자 24.8%로 고혈압 발생의 중요한 위험요인이라고 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남자의 경우 4년 연속 음주했을 때 고혈압 발생률이 

45.83%로 가장 높았고, 4년 연속 흡연한 경우도 42.64%로 높게 나타났다.

김혜영(2004)은 건강위험요인 기간과 의료비와의 연관성을 데이터마이닝 

순차패턴으로 분석한 결과 6년 연속 음주를 하는 남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의료비 증가율은 6%였으며, 의료비가 증가될 확률은 83.95%였

고, 여자의 증가율은 38%이고 의료비가 증가될 확률은 100%였다. 본 연구

에서는 6년 연속 음주를 하는 남자의 경우 고혈압 발생률이 5.34%였고, 4

년 연속 음주를 하는 여자가 고혈압 발생률은 3.77%였다.

김화영(2004)은 순파패턴을 이용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고혈압에 미치

는 각 위험요인의 모든 조합에 대해 영향정도를 계산하여 다수의 위험요소

가 나타나는 패턴을 찾았다. 2년 연속 과음한 경우보다 4년 연속 과음과 

흡연을 하고, 6년 연속 과음, 흡연, 비지속적인 운동을 한 경우에 약 21%

정도 고혈압 발생률이 높았고, 남자의 경우 고혈압 위험 요인은 과음과 비

만, 여자의 경우 비지속적인 운동과 비만이었다. 본 연구에서 남자의 고혈

압 위험요인은 음주로, 음주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음주하는 사람이 고혈

압 발생률은 1.36배 높았다.

본 연구에서 건강위험 요인은 질환의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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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짓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특정 요인이 특정질환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와 일치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금번 연구에서

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었다.

첫째, 건강위험요인으로 이용한 건강검진 문진표상의 생활습관은 수검자

가 수검 당일 검진기관에서 직접 기입한 각 변수들의 값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노령 등 수검자의 특성이나 검진기관 종사자의 대필 등 환경에 의해 

정확성, 일관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응답결과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

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2000년도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

조합이 통합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각 조합별 건강검진 자료가 정확하게 보

관 되었는지에 대한 검증은 연도별 문진표의 각 항목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의 DW 항목을 철저히 확인함으로서 신뢰도는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질환 발생 유무를 확인하는데 사용한 개인별 진료내역은 보건복지

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요양급여기준과 진료수가 기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신뢰성의 문제는 전혀 없었다. 이 뿐 아니

라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 자료는 요양기관에서 전산매체방식

에 의해 청구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정보를 담고 있고, 이것은 향후 보

건예방 및 건강증진, 약가 및 수가협상 등 다양한 방면에서 큰 역할을 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이애경 등(2008)은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기여도를 

비만 13.76%, 흡연 7.77%, 음주 6.90%, 운동부족 1.44%라고 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고혈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생활습관이 남자에게는 음주, 여자

에게는 운동이었고, 간장질환은 남자의 경우 음주였다. 당뇨질환의 경우 

남자에게는 흡연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생활습관이었고, 여자는 운동이었

으며, 고지혈증은 남자와 여자의 경우 모두 흡연이었다. 그러나 식습관과 

음주량, 흡연량, 운동횟수 등을 연계하지 못한 단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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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이상규 등(2002)은 하루 20개비 이상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전체 

암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이 1.573배 높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위

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폐암의 발생 건수를 암으로 합산

하여 분석하였으나 발생건수가 917건에 불과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다섯째, 연령은 40세 미만과 40-49세, 50세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나, 생

활습관과 관련한 만성질환의 특성과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진료비 증가 

등을 고려하여 연령대를 좀 더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 일정 연령대에서 

최초로 발생하는 질환이 무엇인지, 그것은 어떤 생활습관이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좀 더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여섯째, 연구대상자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건강검진 수검자로 하였으

나, 선행연구인 김혜영(2004)의 연구대상자를 연계하여 살펴보지 못한 아

쉬움이 있고, 향후 금번 연구대상자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추적관리를 한다

면 보다 분명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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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건강위험 요인의 기간에 따른 질환의 발생 시기와 어떤 생활습관이 건강

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

시한 건강검진 수검자 중 2000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연속 검진을 받고, 

문진항목 중 생활습관 항목에 전부 응답한 294,197명을 대상으로 문진표와 

개인진료내역를 연계한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혈압은 40-49세가 40세 미만에 비해 고혈압 발생률이 남자 3.30

배, 여자가 6.85배,  50세 이상에서는 남자가 6.97배, 여자가 14.49배 고혈

압 발생률이 높았고, 운동하는 여자보다 운동하지 않은 여자가 고혈압 발

생률이 1.36배로 높았다. 음주하지 않는 남자보다 음주하는 남자의 고혈압 

발생률이 1.36배이고, 음주와 흡연을 6년 연속하는 남자는 고혈압 발생률

은 5.61%, 여자는 4.27%였다.

둘째, 당뇨질환은 40-49세가 40세 미만에 비해 당뇨질환 발생률이 남자

가 2.74배, 여자가 2.79배였고, 50세 이상에서 남자가 4.46배, 여자가 

5.23배 당뇨질환 발생률이 높았다. 운동하는 여자보다 운동하지 않은 여자

가 당뇨질환 발생률이 1.32배 높았다. 흡연에서는 남녀 모두 비흡연자보다 

흡연하는 사람이 당뇨질환 발생률이 높았다. 음주와 흡연을 4년 연속하는 

남자의 당뇨질환 발생률은 2.39%였다.

셋째, 고지혈증은 40-49세가 40세 미만에 비해 고지혈증 발생률이 남자

가 2.00배, 여자가 5.33배였고, 50세 이상에서 남자가 2.44배, 여자가 

9.96배 고지혈증 발생률이 높았다. 비흡연자보다 흡연자가 고지혈증 발생

률이 높았다. 음주와 흡연을 4년 연속하는 남자의 고지혈증 발생률은 

2.5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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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4년 연속 음주와 흡연을 할 경우 남자는 고혈압 발생률이 41.36%

로 가장 높았고, 간장질환은 7.14%, 고지혈증은 2.56%, 당뇨질환은 2.39%

로 나타났으며, 여자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는 40세 이상 국민에게 격년으로 실시하는 대용량 건강검진 자료

를 전사적으로 분석하여 흡연, 음주, 운동이 만성질환에 얼마나 영향을 미

치는 지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고, 건강정책의 결과와 기획에 활

용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 분석방법을 지속적으로 활용하

기 위하여 데이터의 충실성을 높이고 향후 지속적인 모형수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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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quential pattern analysis for lifestyle risk factors 

influencing chronic diseases

Kwang Ja Moon

Department of Health Informatics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Young-Moon Chae, Ph.D.)

As people are increasingly getting aging, risk of chronic diseases also 

increa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how lifestyle affects 

chronic diseases over the years by using sequential pattern analysis based on 

8-year cohort physical examination data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Study subjects were 187,656 males and 106,541 females who 

participated in all physical examinations and completed all lifestyle 

questionnaires from 2000 to 2008.

The results were as follows. Risk of hypertension was 6.97 times higher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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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e age over 50 and 14.49 times higher for female age over 50 compared 

with younger groups; 1.36 higher for female who did not exercise regularly 

compared with those who exercise regularly; and 1.36 higher for male who 

drank regularly compared with those who did not drink. Prevalence of 

hypertension for those who have smoked and drunk for 6 years from 2000 

were 5.61% for male and 4.27% for female.

Risk patterns were similar to other diseases. Risk of diabetes was 4.46 times 

higher for male age over 50 and 5.23 higher for female age over 50 

compared with younger groups; 1.32 higher for female who did not exercise 

regularly compared with those who exercise regularly. Prevalence of diabetes 

for those who have smoked and drunk for 4 years from 2000 were 2.39% for 

male.

Risk of hyperlipidemia was 2.44 times higher for male age over 50 and 

9.96 times higher for female age over 50 compared with younger groups. 

Prevalence of hyperlipidemia for those who have smoked and drunk for 4 

years from 2000 were 41.36% for male.

The results showed that lifestyle was significant risk factor for chronic 

diseases and therefore national health promotion program should strongly 

address lifestyle issues in order to effectively reduce prevalence of chronic 

diseases.

Key words : Sequential pattern analysis, chronic diseases, lifestyle risk facto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