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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과 설렘을 안고 보건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지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벌써 논문을 쓰고 졸업을 앞두고 있다니 감회가 새로우면서

도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에 힘입어 이 논문이 나오게 되.

었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 직장으로 세브란스 병원에 입사.

하여 한곳에서만 일한지 년정도가 되어가면서 지치기도 했고 매너리즘에5 ,

빠져 무언가 돌파구가 필요했던 시점에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년 전 박은철 교수님 정우진 교수님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을 볼 당2 ,

시에는 보건대학원에 진학해서 하고싶은 일과 이루고 싶은 일들로 열정과

의욕이 앞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의 포부로는 일도 학업도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가짐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두가지를 병행하기가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일터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부를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환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직장과 학교가 한,

공간에 있으니 하루 종일 병원에서 있으며 일의 연장선처럼 느껴지는 아이

러니로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 때마다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올 수.

있게 이끌어 주신 교수님들의 말씀과 학교생활의 원동력과 학업에 조력자가

되어준 저희 동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단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보건정책이라는 다소 광범위하게 느껴졌던 학문에 대한 틀을 잡아주셨으

며 친근하고 따뜻한 조언으로 이끌어주신 박은철 교수님의 리더십과 열정은,

잊지못할 것입니다 세심한 강의로 학문에 대해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

를 갖게 해주신 정우진 교수님 덕분에 학문적으로 나름대로의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논문의 주제 선정에서부터 논문진행 과정이. .

막힐 때 마다 같이 고민하고 힘이 되어주신 장성인 교수님 교수님을 만나게.

되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많이 부족한 상.

태였던 논문과정에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에 비로소 완성이라



는 것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유쾌한 강의로 통계.

학에 문외한이었던 제가 기초통계과 실습에서 기초를 쌓고 고급통계 과정까

지 수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남정모 교수님과 통계관련 도움을 주신

것은 물론이고 논문관련 사소한 질문에도 성의껏 답해주고 조언해주신 최동

우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집에 가면 투정과 힘들어서 지친 모습을 가장 많이 보여주게 된 부

모님께도 죄송하고 감사하며 언제나 제가 하는 일을 믿어주시고 응원해주는,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기라는 꽤 긴 시. 5

간을 함께 버티고 소중한 시간과 추억을 함께해온 우리 동기님들 힘든 와중,

에도 모이면 항상 즐겁고 힘이 되었습니다 논문학기 동안 같이 고민하면서.

의지가 되었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동기모임을 이끌고 주도해준 곽대위님,

정선쌤 카리스마 넘치는 쿨한 대장언니 현정쌤 항상 큰언니 같은 온화한, ,

미소와 호탕함으로 챙겨주신 세영쌤 열정도 센스도 등이었던 열정녀 지현, 1

쌤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답해주시는 귀여운 똑순이 수미쌤 기대표로 수고, ,

하신 유일한 청일점 경식쌤 같이 졸업하지 못해 아쉬운 민지쌤이랑 은경쌤,

모두 고맙고 고생 많았습니다.

입학 전과 같이 여전히 보건의료환경은 혼란스럽고 폐단이 많다고 생각하

지만 지난 학기 동안의 배움의 결과 현재는 보건의료 정책과 보건 경제학, 5

의 측면에서 비평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졸업 후 어떤 위치에서 어떠한 일을 하던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인임을 자

랑스럽게 여기고 일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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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년 세 이상 성인의 당뇨 유병률은 이고 년에는 당뇨병2017 30 10.4% , 2016

이 만 명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흡연과 음주 등의 생활습관과 당160 .

뇨병과의 연관성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흡연을 당뇨병과 관련

될 수 있는 많은 변수 중 하나로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임상에서도 흡.

연이 당뇨병을 발생시키는 사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이 발생시키는,

수없이 많은 질병 중에서 상대적으로 연구나 관심이 부족한 질병 중 하나가

당뇨병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흡연 시작연령과 당뇨 유병의 관련성을 분.

석하였다.

이 연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년부터 년 까지 시행한 제 기 국2016 2017 7

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연구 대상자의 수는 명 이었다, 9,575 .

흡연시작 연령과 당뇨유병 사이의 관계를 분석할 때 각 그룹별 특성에서 차

이가 생기는 것을 배제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당뇨유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포함하였다 흡연시작 연령과 당뇨유병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일반화 추정 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모형을 적용한 포아송 회귀분석을 실시하여equations;GEE) Prevalence

를 구하였다rate ratio .

비흡연자 명을 제외한 흡연자 명 중 당뇨병 유병자는 남성에서5,925 3,740

흡연시작 연령이 세 이하인 명 중 명 이고 세 세인 사16 608 231 (38.0%) , 17 -19

람은 명 중 명 이다 세에 흡연을 시작한 명 중1,358 560 (41.2%) . 20-22 1,134

명 세 이상 군은 명 중 명 이 당뇨병 유병자였464 (40.9%), 23 640 231 (36.1%)

다(P<.0001).

서브그룹 분석에서 는 비만군에서는 흡연시작 연령이 세 이하인 남BMI 16

성에서 비흡연자에 비해 당뇨병 유병 확률이 신뢰구간1.2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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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폭음빈도 항목에서는 남성1.04~1.51) .

고위험 폭음군에서 흡연시작 연령이 세 이하일 때 비흡연자에 비해 당뇨16

발생이 배 신뢰구간 세 세는 배 신뢰구1.29 (95% , 1.01~1.66), 17 -19 1.37 (95%

간 저위험 폭음 군에서도 세 미만 흡연시작 연령 그룹에서, 1.10~1.71), 16

배 신뢰구간 로 전 구간에서 가장 높았다 신체활동 항1.34 (95% , 1.02~1.74) .

목의 서브그룹 분석에서는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군에서 신체활동을 하는군

에 비해 모든 연령대에서 당뇨 유병 확률이 더 높았으며 어느정도 신체활동,

을 하지 않는 군에서는 세 이하에 흡연을 시작한 남성의 당뇨 유병률이16

비흡연자에 비해 신뢰구간 배 높았다1.26(95% , 1.05~1.52) .

만성질환과의 서브그룹 분석에서는 전 고혈압 단계의 대상자 중 세 이16

하에 흡연을 시작한 남성 그룹에서 비흡연자에 비해 당뇨유병률이 1.32(95%

신뢰구간 배 높았으며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자 중에서는 세, 1.01~1.72) , 16

이하에 흡연을 시작한 그룹에서 남성 신뢰구간 배 여1.44(95% , 1.04~2.00) ,

성 신뢰구간 배로 둘 다 당뇨병 유병률이 가장 높았으1.39(95% , 0.43~4.44)

나 여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심뇌혈관 질환 유병자에서는 질.

환자의 대상자 수 부족으로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 이른 흡연을 시작한 비만하고 폭음빈도가 높으며 신체활, , ,

동을 하지 않는 다른 동반질환 유병자는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현 시점에서

의 당뇨 유병자가 될 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특정 대, ,

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당뇨 예방 프로그램과 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

한다 모든 질병은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초기 청소. .

년기에 흡연의 시작 자체를 예방하는 것 뿐만 아니라 흡연을 시작하는데 몇

년이라도 늦추는 것은 당뇨병 발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청소년들 사이의 흡연을 예방하고 이미 흡연자에게는 금연을 권

장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당뇨 유병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증가하는 비만인구의 세계적 문제를 감소시키

는 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고위험 음주와 같은 혈관을 손상시키는 다른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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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위험인자를 관리하여 당뇨를 조기진단하고 합병증이나 다른 만성질환으,

로의 이행을 방지할 수 있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당뇨병 예방 및,

조절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핵심단어 당뇨병 당뇨유병 흡연 흡연시작 연령 포아송 회귀분석 만성질: , , , , ,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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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연구의 배경1.1

우리 사회의 급격한 경제 성장 의료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증가로 삶,

의 질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나 서구화된 생활습관 및 식습관 생활습관 변화 신체활동, , .

부족 등으로 인해 만성질환 환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조사에 의하면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당뇨병은 이미 제한된 어떤 특정지역

의 질환 한계를 넘어(endemic) 조남한( , 2005) 세기 들어 가장 급격히 증21

가하는 세계 전역의 유행병 으로 유병률이 꾸준히 증가(epidemic disease) ,

하고 있다 김원호( , 2012) 당뇨병은 당 자체로서의 문제 뿐만 아니라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 등 각종 만성 질환으로의 합병증 이환에 직 간접적인 원인,

으로 잘 알려져 있어 개인의 노력과 국가적 차원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Pickup and Williams, 2003) 당뇨병은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건.

강의 위험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 에 따르면 세 이상, (WHO) 18

성인의 당뇨병 발병률은 년 에서 년 로 높아졌다1980 4.7% 2014 8.5%

(Collaboration, 2010) 당뇨병의 유행은 중간소득층과 저소득층 국가 들에.

서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당뇨병이 사망 원인 중 번째 원인이라고, 7

추정하고 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18)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만 명 당 명으로 한국인 사망원인10 17.1 6

위를 차지하였으며 통계청 질병 소분류별 다빈도 상병 위 세( , 2019), 22 , 65

이상에서는 위 통계청 로 당뇨병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6 ( , 2017)

며 사망률 또한 높은 질병이다 년 출간된 심평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4

년에는 전 국민의 약 가량이 당뇨병 환자가 될 수 있는 내재적 위2030 15%

험을 안고 있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이전에 주로 고 연령층에서만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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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제 형 당뇨병의 이른 시점에서의 발병증가와 연관된다고 판단된다2 .

최근 발표된 세계 당뇨병연맹 의 자(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료에 의하면 년 현재 약 억 천 백만 명의 성인이 당뇨병을 앓고 있2017 , 4 2 5

으며 년에는 억 천 백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대, 2045 6 2 9 .

부분의 국가에서 제 형 당뇨병에 걸린 사람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당뇨2

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만 명으로 보고되었고 당뇨로 인해 년 최소400 , 2017

억 달러의 건강 지출이 발생했다고 발표하였다7270 (International Diabetes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서태평양 지역 아시Federation, 2017).

아 여러 국가 들에서 더욱 두드러져 전 세계적인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 (Korea National Health and

결과를 이용한 국민건강통계Nutrition Examination Surveys, 2017) 2018

자료에 따르면 세 이상 성인의 당뇨병 유병률은 년 기준 남자30 2017

여성 이며 년 국민건강통계 결과 년 기준 남성14.1%, 10.7% , 2013 2012

여성 였던 당뇨 유병률이 년 사이에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13.6%, 10.3% 5

보여 이에 대한 견해를 뒷받침해준다 년 기준 남녀 모두 연령이 증가. 2017

할 수록 유병률이 증가했으며 남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속적으로 유병률

이 증가하였고 대부터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여성은 점진적으로 유병률이50

증가하다가 대에 급격히 증가하여 남성의 유병률을 초과하였다70 .

당뇨병은 제 형 당뇨병 제 형 당뇨병 임신성 당뇨병 기타 다른 질환으1 , 2 , ,

로부터 발생된 당뇨병 등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이 중 제 형 당뇨병은4 . 2

당뇨병 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동안 많은 연구들을 통해 비만, ,

불규칙한 식습관 신체활동 노화 당뇨병 가족력 인종적 차이 첫 임신기간, , , , ,

동안의 고혈당 상태 등이 제 형 당뇨병의 위험요인으로 제시되었고 그 외에2 ,

도 흡연 음주 등의 생활습관 등이 당뇨병 발생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보고된,

바 있다(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2013).

세계 억 흡연자 중 담배로 인해 매년 백만 명 이상의 사람이 사망하고11 8

있으며 만 명 이상이 직접 흡연자인 반면 약 만 명은 비흡연자들이70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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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에 노출된 결과이다 흡연은 일찍이 대부분의 주요 질(WHO, 2018).

병의 발생과 죽음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예방 가능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

며 이러한 건강상의 공통적인 위험요인으로 밝혀지면서 담배가 질병을 일으,

킨다는 내용의 논문이 만편 이상 발표됐으며 관련 연구는 여전히 활발히6 ,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흡연은 질병과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주요한 결정 요인이며 국민 건강증진 목적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가

흡연율의 감소라고 강조하였다 우리나라는(US Health and service, 2014).

년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과 함께 금연을 중심으로 한 건강생활실천 사1995

업을 펼쳐왔으며 년 한국 남성의 흡연율은 로 세계 위였으나, 1997 68.2% 1

년 발표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년 현재 흡연율은 년 사2018 2017 20

이에 남성 성인 전제 흡연율 로 절반 가량이나 감소하였다 그38.1%( 22.3%) .

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성인의 흡연율은 여전히 국가들 중에서 최상위OECD

이며 연간 만 천명이 담배 때문에 사망한다 이 추세대로라면(2016), 4 2 .

년에는 연간 만명이 흡연으로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보건복2030 10 (

지부 또한 통계에 따르면 개 회원국 청소년 평균 흡연율이, 2010). OECD 34

다른 회원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질병관리본부의 년 청소년 건강행, 2018 ‘

태 온라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년 기준 최근 일 동안 일 이상 흡연’ 2018 30 1

한 사람을 조사하는 현재흡연율이 남학생은 전체의 여학생은 전체의9.4%,

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고등학생의 가 흡연을 경험했으며 우3.7% . 3%, 10% ,

리나라 청소년의 흡연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

고 있다 더욱이 청소년 흡연의 문제점은 그 시작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여. ,

학생의 흡연율이 나날이 급증하고 있으며 더 많은 청소년들이 흡연을 경험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은 모든 세포와 조직 장기 등. ,

이 미성숙한 상태이므로 어린 나이에 흡연을 경험할 경우 피해가 더 크고,

성인이 되어 질환에 이환 될 위험요소가 더 높다 저 산소 혈증으로 기억력. ,

집중력 학습능력 운동능력이 떨어지며 흡연 시작연령이 어릴수록 니코틴, ,

중독에 빠지기 쉽고 중독 상태가 심해져 흡연양이 더 많아지고 금연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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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어렵다는 연구들이 있다(Escobedo et al., 1993).

그동안 다양한 환경적 위험요인과 당뇨병 발생과의 인과관계 규명은 코호

트 연구를 통한 연구가 선행되어 왔는데 년에 일본에서 발표된 근로자, 1997

들을 대상으로 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 하루 개비 이상을 피우는 흡8 , 16

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제 형 당뇨병의 발생률이 배 높게 나타났다2 3.3

(Kawakami et al., 1997)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연구를 통해 흡연과 당뇨병

발생과의 연관성에 대해 보고된 바가 있다 그 중 한국인 성인 남녀 만. 120

명의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는 남성 비흡연자에 비하여 현재 흡연자에서

배의 당뇨병 발생 위험이 높음이 보고되었다1.6 지선하 등( , 2005) 그 외에.

도 단면연구를 비롯한 흡연과 음주 등의 생활습관과 당뇨병과의 연관성 연

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흡연을 당뇨병과 관련될 수 있는 많은 변

수 중 하나로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임상에서도 흡연이 당뇨병을 발생.

시키는 사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이 발생시키는 수없이 많은 질병,

중에서 상대적으로 연구나 관심이 부족한 질병 중 하나가 당뇨병이다 기존.

국내연구에서 흡연과 사망의 관련성을 본 대규모 연구 등이 있었지만 지선하(

등 성인집단을 대상으로 흡연시작연령 평생 흡연량 등의 흡연 세부, 2013), ,

특성과 당뇨 유병의 연관성을 포함한 연구는 드물게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흡연 시작 연령과 당뇨병 유병의 관련성을 살펴

봄으로써 이른 흡연 시작의 위험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결과값을 통해, .

국가적인 검진사업 흡연과 당뇨의 예방관리 관련 정책 시행 시 사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이 되어 국민들의 건강증진 및 당뇨 유병의 감소에 도

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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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1.2.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성인의 흡연시작 연령과 당뇨 유병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함에 있으며 흡연시작 연령의 당뇨 유병의 발생위험 기여도를,

살펴보고 당뇨 유병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검증하려 한다 이를 통해 국내.

당뇨병 위험요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당뇨 고위험군 검진사업 당뇨병 예방, ,

관리사업 흡연예방 교육 등 대응전략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에 따른, .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당뇨 유병의 차이를 살,

펴본다.

둘째 흡연시작 연령과 당뇨 유병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흡연시작 연령이,

당뇨 유병에 미치는 위험도가 어떻게 다른가 분석한다.

셋째 조기 흡연군에서 당뇨 유병에 특히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들과의 하,

위그룹 분석을 통하여 당뇨병 발생 예방을 위해 금연을 반드시 권고해야 하

는 구체적인 고위험군 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high risk group) .

넷째 조기 흡연예방교육과 당뇨 발생의 일차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건강증,

진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적인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기초 자료와 근거를 제

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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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고찰 및 이론적 배경2.

당뇨병의 정의와 합병증2.1

당뇨병 은 높은 혈당 수치가 오랜 기간 지속되는 대사(Diabetes mellitus)

질환군을 말한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18) 혈액 속의 당은 혼자.

서는 당을 필요로 하는 세포로의 유입이 불가능하기에 당을 세포로 유입시

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슐린이며 이렇게 전달된 포도당은 세포에서 가수

분해되어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김원호( , 2012)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며 당뇨병은 췌장이 충분한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해 인슐

린의 분비가 부족 하거나 인체가 생산하는 인슐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이 이루지지지 않을 때 발생하는 만성질환이다 전자는 인슐린이 절대적.

으로 부족한 상태이고 후자는 인슐린은 충분하지만 세포들이 인슐린에 제대

로 작용을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 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인슐린은 췌장의 베‘ ’ .

타세포에 있는 랑게르한스섬에서 분비되며 혈액내의 당들을 세포내로 이동

하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고혈당증 즉 혈당 상승은 포도당이 세포. ,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서 혈류 속에 쌓이게 되면서 발생하며 통제되지 않,

는 당뇨병의 일반적인 영향이다 혈당 조절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혈당이 어.

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면 신장은 소변을 통해 당을 몸 밖으로 배출하려고

하면서 소변의 과다배출 쉽게 피로를 느끼고 갈증 이(polyuria), , (polydipsia)

나며 지속적인 허기를 느끼며 나아가 체중감소 시력변화 등의 당뇨병의 증, ,

상이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다 당뇨병의 급성 합병증으로는(WHO, 2018).

당뇨병성 케톤산증 고혈당성 고삼투압성 비케(diabetic ketoacidosis; DKA),

톤성 증후군(hyper glycemic hyperosmolar nonketonic syndrome;

과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저혈당증이 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시간HHNS) . ,

이 흐르면서 신체의 많은 시스템 특히 신경과 혈관에 손상을 입히며 치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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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만성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심혈관 망막 신장 신경을, , , ,

손상시킬 수 있다 대한 당뇨병학회 당뇨병 환자는 심장마비 및 뇌졸( , 2015).

중 위험이 배 증가하며 혈류 감소로 인해 발의 신2~3 (Collaboration, 2010)

경 손상으로 인한 신경증은 궤양 감염 나아가 사지절단의 필요성을 증가시, ,

킬 수 있다 당뇨성 망막증은 실명의 중요한 원인이며 망막의 작은 혈관에. ,

장기간 누적된 손상의 결과로 발생하며 전세계 실명의 는 당뇨병 때문2.6%

이라고 볼 수 있다(Bourne, 2013).

당뇨병의 분류2.2

미국당뇨병학회 의 당뇨병의 진단 및 분류에 관한 전문위원회 는(ADA) ‘ ’

년 당뇨병의 새로운 분류를 발표하였으며 년 세계보건기구1997 , 1999 (WHO)

에서도 같은 분류를 하였다 년 및 년 분류에서는 전. 1997 ADA 1999 WHO

에 사용되던 및IDDM(Insulin-Dependent Diabetes Mellitus)

이 병인보다는 치료법NIDDM(Non-Insulin-Dependent Diabetes Mellitus)

에 근 거한 분류로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삭제되었고 제 형, 1 (type 1)

당뇨병 및 제 형 당뇨병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제 형 당뇨병은 췌2 (type 2) . 1

장 베타세포의 파괴와 이에 따른 인슐린 결핍을 특징으로 하며 자가 항체의,

유무에 따라 면역 매개성 당뇨병과 특발성 당뇨병으로 구분된다 제 형 당뇨. 2

병은 인슐린저항성과 상대적 인슐린 부족을 특징으로 한다 대한 당뇨병학회( ,

2015).

제 형 당뇨병2.2.1 1

제 형 당뇨병 이전에는 인슐린 의존성 또는 소아 당뇨병이라고도 불렸다1 ( .)

은 췌장의 베타세포 파괴와 이에 따른 인슐린 분비가 급격하게 불가역적으

로 감사되기 때문에 인슐린 투여가 매일 필요한 것이 특징이다 제 형 당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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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은 전체 당뇨병의 이하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하이며 주로 소아10% 2% ,

나 세 이하의 젊은 연령층에게 발생하며 체중이 정상 또는 마른 경우가30

대부분이다 제 형 당뇨병과는 다르게 유전적인 요인을 보이나 가족력에 큰. 2 ,

영향을 받지는 않으며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아 현재의 지식으로는 예

방할 수 없다 자가항체의 유무에 따라 특발성 당뇨병과 면역 매개성 당뇨병.

으로 구분되며 공복 혈청 가 미만인 경C-peptide 0.2 nmol/L(0.6 ng/dL)

우 제 형 당뇨병으로 구분한다 대한당뇨병학회 형 당뇨병에서는 인1 ( , 2015). 1

슐린 분비가 갑자기 없어지므로 갈증 다뇨 체중감소 등의 당뇨증상이 갑자, ,

기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체내의 인슐린 분비세포인 베타세포의 파괴.

로 인한 인슐린 결핍으로 당 대신 다량의 지방산을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므

로 지방산 대사에 의해 혈액 내 케톤산이 증가되어 케톤산증이 발생되어 혼,

수 상태로 진행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강문호( , 2000) 형 당뇨병이 의심. 1

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인슐린 요법을 시작해야 하며 지속적인 치료는 강화,

인슐린 요법을 기본으로 병행해서 식사 및 운동요법을 실시해야 한다 정담(

편집부, 2013).

제 형 당뇨병2.2.2 2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의 이상을 차지하는 제 형 당뇨병 이전에는 비90% 2 (

인슐린 의존성 또는 성인 당뇨병이라고도 불렸다 은 신체의 비효과적인 인, .)

슐린 사용의 결과로 상대적 인슐린 부족과 인슐린 저항성을 특징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세 이상에서 발생하지만 그 나이보다도 낮은(WHO, 2018). 40

연령에서도 발생하기도 하며 절반 이상의 환자가 과체중이거나 비만증을 갖,

고 있어 체중 정도에 따라 미만형과 비비만형으로 나눌 수도 있다 제 형 당. 2

뇨병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식생활의 서구화에 따른 고칼로리의 식단으로

인한 비만 운동부족 스트레스 노출 등 환경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 ,

으로 보이지만 이 외에 특정 유전자의 결함에 의해서도 당뇨병이 생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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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췌장 수술 감염 약제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다 서울대학교병원, , , ( ,

2015).

또한 비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은 유전병학의 일부분이지만 가족력과 같은

환경과 생활습관 요인이 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Jarrett, 1989) 공복 혈청.

가 이상인 경우 제 형 당뇨병C-peptide 0.33-0.4 nmol/L(1.0-1.2 ng/mL) 2

으로 분류하며 인슐린 분비가 어느정도 이루어지므로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케톤산증과 같은 급성 합병증을 일으키지 않고 초기에 식사와 운동요법에

의하여 체중조절을 하면 당뇨병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 대한당뇨병학회( ,

2015).

증상은 제 형 당뇨병의 증상과 비슷할 수도 있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1 ,

경우가 더 많으며 그 결과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건강 검진이나, ,

다른 질환 감별을 위한 검사 도중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합병증이.

이미 생겼을 때 발병 된 지 몇 년 후에 진단될 수도 있다 강문호( , 2000) 최.

근까지 이런 종류의 당뇨병은 성인에게서만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소아에,

있어서도 점점 더 자주 발생하는 추세이다(WHO, 2018).

임신성 당뇨병2.2.3 (Gestational diabetes)

임신 전에 당뇨병으로 진단 받은 적이 없는 여성이 임신중 처음 발견되었

거나 임신의 시작과 동시에 생긴 당 조절 이상을 말하며 대부분 출산 후에,

는 없어지므로 임신 전 진단된 당뇨병과는 구분된다 대한당뇨병학회( , 2015).

임산부의 가 발병하며 정상 혈당치보다 높지만 당뇨병 진단에는 미치2~3% ,

지 못하는 고혈당증이며 임신 중 태반 호르몬이 인슐린의 효능을 떨어뜨리

는 것과 연관이 있다 강문호( , 2000) 임신성 당뇨병을 가진 여성들은 임신.

기간과 출산 시 합병증의 위험이 증가하며 혈당조절의 정도가 정상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태아사망률 및 선천성 기형의 이환율이 높으르모 주의를 요

해야 한다 당뇨병의 가족력이 있거나 거대아 기형아 사산아를 출산한 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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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력이 있는 경우 산모가 비만한 경우 고혈압이 있거나 요당이 나오는 경, ,

우는 보통 임신 주에 간단한 임신성 당뇨병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임심24~28 .

성 당뇨를 진단받은 산모와 그들의 자녀들은 미래에 제 형 당뇨병이 발병할2

위험성이 증가된다(WHO, 2018).

기타 당뇨병2.2.4

베타세포 기능 및 인슐린 작용의 유전적 결함 또는 인슐린 수용체 이상,

내분비 질환 말단비대증 갑상샘 기능항진증 쿠싱 증후군 원발성 알도스테( , , ,

론증 갈색세포종 등 간질환 약제 부신피질 스테로이드제 피임약 등 나 화, ), , ( , )

학물질에 의해 췌장질환 급성 만성 췌장염 혈색소증 등 등에 의해 차적, ( , , ) 2

으로 발생한 당뇨병이다 대한당뇨병학회 증후군( , 2015). Prader-Willi ,

증후군 증후군 등 당 대사 이상을 동반하Werner , Laurence-Moon-Biedl

는 유전적 증후군으로 인해서도 당뇨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담 편집부( , 2013).

흡연2.3

년 스페인의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탐험하고 담배를 선물로 받아 귀국1492

한 후 담배를 만병통치약으로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담배가 유럽 전역에 주로

상류층을 대상으로 널리 퍼지게 되었고 우리나라에는 년 후인 년, 100 1590

임진왜란 때 일본군에 의하여 담배가 처음 도입되었다 대한폐암학회( , 2016).

년에 군대 내에서 담배를 무상으로 공급하면서 성인 남성들의 흡연율이1949

급격하게 상승해 세 이상 성인 남성의 경우 년에 에 이르게 되20 1980 79.3%

었다 이승훈( , 2018) 이후 흡연의 폐해가 조금씩 알려지면서 년. 2001 66.3%

에서 년 기준 세 이상 성인 남성 흡연율은 로 흡연율은 점차적2016 20 40.7%

으로 낮아지는 추세로 보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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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년도 건강통계 에서도 년, 2016). 2017 OECD (Health Statistics) , 2015

기준 우리나라에서 세 이상 인구 중 매일 담배를 피우는 인구의 비율은15

로 평균 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세 이상 여17.3% OECD (18.4%) . 15

성 흡연율 은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편인 반면 세 이상(3.4%) OECD , 15

남성 흡연율 은 회원국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31.4%) OECD .

담배는 여 종 이상의 화학 물질과 종의 발암 물질이 함유되어4,000 , 69

있으며 담배 연기에는 가장 널리 알려진 유해물질인 중독을 유발하는 니코

틴 각종 유해물질과 발암물질을 함유한 타르 저산소증의 원인이 되는 일산, ,

화탄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 국립공중위생원 연구센터에서는 인간이 만.

들어낸 물질 중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진 독극물 다이옥신이 포함되어 있다

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담배 연기를 한번 들이 마실 때에 약 의 연기가. 50cc

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중 이산화탄소 전량과 니코틴의 타르의90%,

가 몸 속으로 흡수된다 대한폐암학회 사람들이 오늘날과 같은70% ( , 2016).

행태의 흡연을 해온 역사가 년이 넘는 것에 비하면 흡연의 피해가 본격400

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년이 되지 않았으며 이후 흡연이 건강에40 ,

주는 피해에 대한 연구는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며,

동양에서는 년대 중반부터 주로 일본에서 여러 형태의 역학연구가 이루1960

어져왔다 대한폐암학회 이후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위해성은 이미( , 2016).

널리 잘 알려진 사실이며 흡연은 폐암 후두암 등의 각종 암질환 급사 급, , , ,

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대동맥 및 말초동맥질환 등의 심혈관계 및 뇌혈관계, ,

질환 만성 기관지염 및 폐기종 등의 폐질환 소화성 궤양과 식도역류증 등, ,

의 위장관 질환 각종 구강질환 불임 조산 저체중아 출산 및 유아기 사망, , , ,

등의 산과질환 조기폐경 골다공증 및 백내장 등의 각종 질환들의 주요 원, ,

인이 된다.

또한 미국에서 년 에 발표된2015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만 명의 코호트 자료를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흡연은 다양한 만성질환과100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사망률이 배.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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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으며 개의 흔한 질병들과의 연관성이 있었는데 신부전증의 경우 배21 2

신뢰구간 허혈성 장질환은 배 신뢰구간 고(95% , 1.7~2.3), 6 (95% , 4.5~8.1),

혈압성 심질환은 배 신뢰구간 각종 호흡기 질환은 배2.4 (95% , 1.9~3.0), 2

신뢰구간 유방암은 배 신뢰구간 전립선(95% , 1.6~2.4), 1.3 (95% , 1.2~1.7),

암은 배 신뢰구간 더 높은 확률로 질병에 걸렸다1.4 (95% , 1.2~1.7) (Carter

et al., 2015).

흡연은 단일 요소로 국민 건강에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위험 요인이며,

또한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망 원인이다 흡연으로 인해(WHO, 2018).

조기 사망 치료비 부담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건강, ,

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연간 만명이고6 ,

매일 사망자는 명으로 자살사망자 대비 배 정도 높은 편이라고 한다 질159 3 (

병관리본부 미국 보건인적자원부, 2012). (U.S Department of Health and

에 따르면 금연 후 년 이내에 심장질환에 걸릴Human Services, DHHS) 1

위험이 흡연자의 절반으로 떨어지게 된다 금연 후 년에서 년 사이에 폐. 5 15

암에 걸릴 확률은 거의 절반으로 감소하고 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담배를 한,

번도 피우지 않았던 사람과 비슷하다(U.S Health and Services, 1990) 흡.

연은 스트레스와 피로를 가중시키고 에너지를 소모시키며 생명을 단축시키,

는 백해무익한 생활습관이다.

흡연 시작연령2.4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아시아 지역의 흡연 유행은 차 세계대전 이후로서2

미국이나 영국에서 차세계대전 때 흡연 유행과 비교하여 보면 약 년1 30~40

뒤쳐졌으며 미국이나 영국 등 서양에 비해 흡연시작연령이 늦었다, 지선하(

등, 2005) 흡연을 시작하고 불규칙적으로 시도하는 주 연령대는 만. 11

세 세로 알려져 있고~15 (Coombs, Fawzy and Gerber, 1986) 첫 흡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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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인 흡연자가 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겪게 된다(Leventhal and

Cleary, 1980) 흡연에 대한 시도는 더 이른 나이에 일어났으나 규칙적인. ,

흡연의 시작은 대부분 세부터 시작된다18 (U.S Health and Human, 1989).

에 의하면 흡연은 조기에 시작할수록US Surgeon General Report(1989)

건강상의 해는 더욱 심하게 나타나며 세 이하에서 흡연을 시작하는 경우15

비흡연자 보다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배 세 사이에서 시작하는19 , 15~19

경우는 배나 높으며 세 이상에서 흡연을 시작하는 사람과 비교해도14.4 , 20

약 배의 높은 폐암 사망률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3 (U.S Health and

Human, 1989).

흡연 초기 시작은 소비증가 흡연기간 연장 니코틴 의존도 증가를 포함한, ,

문제에 대한 더 큰 잠재력과 관련이 있다(Breslau, Fenn and Peterson,

1993) 년 발표된 미국 디트로이트의 보건기구 시행한 연구에서는 세. 1993 14

에서 세 사이의 나이에 첫 담배를 피운 사람들은 노년에 흡연을 시작한16

사람들보다 의존적이 될 가능성이 배 더 높았다1.6 (P=0.03)(Breslau, Fenn

and Peterson, 1993)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개 지역 년 에서. 9 (1985-1987 )

세 이상 남성 에게 실시한 조사 데이터에 의하면 흡연자의35 (n=1,700) 66%

가 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했으며 흡연을 시작할 때의 나이는 흡연을 지속18

시키는 중요한 요소였다 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한 남성의 경우 늦은 나. 16 ,

이에 흡연을 시작한 남성에 비해 금연을 하지 않을 오즈가 신뢰구2.1(95%

간 더 높았다, 1.4~3.0) (Khuder, Dayal and Mutgi, 1999) 년. 1994-1995

캐나다 통계청의 인구보건조사 데이터로 시행한 연구에서 대부분의(NPHS)

흡연자들은 대부터 매일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으며 매일 담배를 피운10 ,

세 중 가 세 이하에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고 보고했으며21-39 16% 13 ,

는 세 는 세였다 단지 만이 세 이상에서 담배를55% 14-17 , 15% 18-19 . 14% 20

매일 피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연구결과 어릴 때부터 담배를 많이 피우기 시.

작한 사람은 세 이상부터 흡연을 시작한 사람들에 비해 후년에 하루20 , 20

개피 이상의 담배를 피우는 가 될 확률과 관련이 있었다 또heavy smok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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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 이하에 흡연을 시작한 흡연자가 년 이내에 금연을 할 확률은13 10

였으며 세 이상에 흡연을 시작한 흡연자는 의 결과가 나왔다 흡18% , 20 42% .

연자의 대다수가 청소년기에 시작하며 이는 흡연량과 나중에 담배를 끊을,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Chen and Millar, 1998) 이 외에.

도 여러 일련의 연구에서 어린 나이에 흡연을 시작하면 청소년기에 니코틴

중독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세 이전에 흡연을 예방할 수 있는12

개입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했다(Escobedo et al., 1993).

청소년기의 흡연행위는 성인기의 생활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청

소년기의 흡연 행위는 평생의 건강을 위협할 잠재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김(

희경 등, 2002) 특히 세 이하의 청소년기의 흡연은 세포 조직 장기 등. 18 , ,

이 아직 완전하게 성숙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기침 가래 천식 악화 등의 호, ,

흡기 증상 및 폐의 발육 지연과 폐기능 저하 동맥경화증의 시작 운동능력, ,

저하 뇌의 저산소혈증으로 기억력과 학습능력 감퇴 등 청소년 시기의 건강,

에 대한 영향 뿐만 아니라 만성 폐쇄성폐질환 발병 위험성 증가 및, (COPD)

발생 연령 저하 관상동맥질환 발병 연령의 저하 각종 흡연 관련 암 발생, ,

위험 증가 등 성인기 질환의 위험성을 높인다(Elders, 1997) 그 결과 고등.

학교 학생 때부터 담배를 피운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성인이 되

어 년 일 찍 죽게 되며 또한 각종 암의 발생률이 배 높으며 이외에도 각10 3

종 성인병에 이환 될 확률이 높다 담배와 건강( , 2000).

우리나라 남자 청소년 흡연율은 년 에서 년 여학생2005 14.3% 2017 9.4%(

로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고등학교 남학생의 흡연율은 여3.7%) , 14.1%(

학생 로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국외 청소년5.1%) 5.4%, 6.8%, 6.0%

흡연율과 비교했을 때는 높은 편이다 중학교 남학생의 흡연율은 여. 3.9%,

학생 흡연율은 이며 청소년 평생흡연 경험율은 남학생 여학생2.1% , 21.1%,

이다 심지어 매일 흡연율이 라는 것과 하루 개피 이상 흡연하8.1% . 4.6% 10

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 무엇보다 우려할 수준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 , 2017).

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분석 결과 전자담배 이용자 중 남학생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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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가 전자담배와 궐련을 동시에 사용하는 복합흡연자75.4%, 67.3%

인 것으로 나타난 만큼(dual user) 왕진우 이철민 김은영( , and , 2014) 우리

나라 청소년의 경우 일반담배와 전자담배를 동시에 사용하여 니코틴 중독이,

더 심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은 모든 세포와 조직 장기 등이 미성숙한 상태이므로 피해가 더,

크고 성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할 위험요소가 더 높으며 흡연 시작연령이, ,

어릴수록 흡연양이 더 많아지고 니코틴 중독에 빠지기 쉽고 중독 상태가 심

해져 금연하기가 더 어렵다.

당뇨와 흡연2.5

흡연은 심혈관 질환 암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당뇨병과 같은 많은 만, , , ,

성질환의 위험요인 중 하나이다 그러나 흡연이 심혈관 질환과 암에 대한 세.

계적 부담의 주요 원인으로 오랫동안 인정되어 왔지만 제 형 당뇨병에 대한, 2

일반적인 부작용으로 인식되지는 않았다(Ding and Hu, 2007) 일련의 연구.

들에서 흡연이 공복혈당장애 내당능장애 및 제 형 당뇨병 발생과 관련이 있, 2

음이 보고되면서 흡연은 제 형 당뇨병의 위험인자로 간주되고 있지만 흡연2 ,

이 제 형 당뇨병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과소평가되고 있다2

(Haire-Joshu, Glasgow and Tibbs, 1999) 등 의 연구에서는. Willi (2007)

기존 당뇨병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 만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년에서120 5

년 사이의 추적 기간 동안 건의 당뇨병 환자가 발생했음을 보고했30 45844

다 당뇨병의 상대위험도는 비흡연자에 비해 하루 개피 이상 담배를 피우. 20

는 흡연자의 경우 신뢰구간 경량 흡연자의 경우1.61(95% , 1.43~1.80),

신뢰구간 이전 흡연자의 경우 신뢰구간1.29(95% , 1.13~1.48), 1.23(95% ,

만큼 높았고 모든 하위 그룹에서 일관되고 통계적으로 유의했다1.14~1.33) .

이 연구에서 흡연은 제 형 당뇨병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고 이 연관성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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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인지 여부를 규명하고 그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시도를

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흡연이 왜 당뇨의 위험을 증가시키는지에 대한 정확한 메커니즘이 확립되

지는 않았지만 흡연은 경구 포도당 섭취 후 혈당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으,

며 인슐린 저항력을 증가시킨 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증명하였다, (Chang,

2012) 선행 연구에서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인슐린 매개 포도당 섭취에 대.

해 내성이 강하고 구강 포도당 부하에 대한 반응으로 고인슐린혈증을 더 유,

발하며(Hur et al., 2007) 건강한 젊은 흡연자들에게 흡연이 끝난 후 한,

시간 후에 측정한 인슐린 저항 지수가 현저히 증가한 것을 발표했다(Seet et

al., 2012) 제 형 당뇨병 환자에서 구강 포도당 부하에 대한 인슐린과. 2 , C-

펩타이드 반응은 비흡연자보다 흡연자에게 상당히 높았으며 흡연은 건강한

피험자 뿐만 아니라 제 형 당뇨병 환자에게도 인슐린 내성을 유발했다2

(Targher et al., 1997) 일부 연구자들은 흡연이 일반적으로 체지방의 분포.

를 바꾸거나 췌장 조직에 직접적인 독성을 가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증

가시킨다고 주장하였다(Rimm et al., 1993) 또한 담배의 화학 성분으로 인. ,

해 포도당의 지방과 골격근 세포내로의 이동능력이 손상되는 매커니즘은 신

체적 활동부족과 비만이 어떻게 당뇨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지 설명할 수

있다.

흡연은 인슐린 저항력을 증가시키는 것 이외에도 의plasma triglyceride

증가와 고밀도 농도의 감소와 관련이 있으며lipoprotein-cholesterol

(Eliasson et al., 1994) 이러한 변화는 관상동맥 심장 질환의 위험을 증가,

시킬 뿐만 아니라 이차적으로 인슐린 자극 포도당 섭취나 고혈당증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체격과 별개로 비흡연자보다.

구강 포도당 섭취시 혈당 농도가 일시적으로 더 높아졌고(Facchini et al.,

1992) 이는 당뇨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을 암시한다 최근 들어 백혈, .

구 등의 염증지표가 증가할수록 인슐린 저항성과, C-reactive protein(CRP)

제 형 당뇨병의 발생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으며2 이용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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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흡연 또한 백혈구를 증가시키는 강력한 인자 중 하나로 흡연자에서, ,

도 제 형 당뇨병의 발생 위험도가 높다2 .

등 의 연구에서는 흡연상태를 반복적으로 측정하면서 흡연과Hur (2007)

당뇨병 위험의 독립적인 연관성과 금연 이후 당뇨병 발생의 위험이 점진적

으로 감소하는 것을 발견했다 한국의 몇몇 코호트 연구에서도 흡연이 당뇨.

병의 발병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했다 농촌 및 도시에서 년간. 4

명의 남성을 추적조사한 결과 과거 및 현재의 흡연자들은 제 형 당뇨4041 , 2

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높았으며(Cho et al., 2009) 흡연 횟수에 따라 위험,

성이 증가했다 년 동안 진행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하루에 개 이상 담. 14 20

배를 피운 남녀의 당뇨병 발생 위험이 한 번도 피우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신뢰구간 높았다1.55(95% , 1.51~1.60) (Jee et al., 2010).

당뇨병 환자 중 흡연자는 당뇨병성 망막증 당뇨병성 신증 당뇨병성 신경, ,

병증 등 당뇨 합병증의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대규모 연구자료.

를 바탕으로 미국 당뇨병학회가 당뇨병과 흡연에 대해 보고한 자료에 따르

면 흡연은 일반인과 당뇨병 환자 모두에게서 대혈관질환 발생 및 전체사망,

률 증가에 강력하지만 교정이 가능한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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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3.

분석 자료 및 연구대상3.1

이 연구에서는 질병관리 본부에서 년부터 년까지 시행한 제 기2016 2017 7

국민건강영양조사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자료를 활용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표본 추Survey (KNHANES), 2017) .

출틀은 표본설계 시점에서 가용한 가장 최근 시점의 인구주택 총 조사 자료

를 사용하였고 현재 모집단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최신 정보 사용을 위해,

공동주택공시가격 자료를 추가하여 기본 추출틀을 보완하고 모집단 포함률

을 향상시켰다 이를 통해 목표 모집단인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세이상 국. 1

민에 대하여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 도 동 읍 면. · , / · ,

주택유형을 기준으로 추출틀을 층화 하였으며 제 기 차년도 조사구, 7 1 (2016)

는 개로 약 만명의 조사 대상자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개 표본가구192 1 20

에서 개 표본가구로 상향조정하였으며 계통추출법을 이용하여 선정하였다23 .

제 기 자료는 개 층으로 나누고 각 층에서는 계통추출법에7 (2016-2017) 29 ,

의해 조사구에서 가구의 만 세 이상 명을 대상자로 선정하192 4416 1 12,528

여 최종 조사 완료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 설문조사와 의료이용 조.

사에 응답한 세 이상 성인 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19 9,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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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rame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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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선정 및 정의3.2

가 종속변수.

연구의 종속변수는 당뇨병 유병 여부이다 공복혈당 또는 당뇨병약. 126≥

복용 또는 인슐린 주사 투여 또는 의사진단을 당뇨병으로 정의 하였고 공,

복 혈당 이상 이하면 공복혈당 장애로 정상군은 공복혈당 미만100 125 , 100

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당뇨병과 공복혈당장애를 당뇨 유병이라는 종속변.

수로 삼았다.

나 관심변수.

이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는 흡연시작 연령이다 세계보건기구의 정의를 따.

라 건강검진 문진표 상 평생흡연 여부에 갑 개비 이상 갑 개비5 (100 ) , 5 (100 )

미만이라고 표시한 대상자를 흡연자 피운운 적 없음이라고 표시한 대상자를,

비흡연자로 정의하였다 이 중에서 처음으로 담배 한 개비를 다 피운 시기. ‘

는 언제입니까 라는 설문에 대한 응답으로 흡연시작 연령을 측정하였고 비?’

흡연자 세 이하 세 이상 세 이하 세 이상 세 이하 세 이상, 16 , 17 19 , 20 22 , 23

의 개 그룹으로 분류하였다5 .

다 독립변수.

흡연시작 연령에 따른 당뇨유병 사이의 관계를 분석할 때 각 그룹별 특성

에서 차이가 생기는 것을 배제하기 위하여 환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당뇨유,

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조정하였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대상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분류 지역변수: , , , , ,

혼인여부 변수와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는 월평균 가구소득 변수를 포함하였

다 연령은 개 그룹 세 세 세 세 세 세. 5 (20-29 , 30-39 , 40-49 , 50-59 , 60-69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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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으로 나누었고 교육수준은 고졸이하 대졸 대학원 졸업으로 분류하였) , , ,

으며 직업은 무직, , white collar, pink collar, blue collar, green collar

로 분류하였다 지역변수는 경인지역 광역시 나머지로 분류하였고 혼인여. , , ,

부는 혼인 배우자와 동거 이혼 별거 사별 미혼으로 소득 수준은 사분위수( ), · · , ,

구분 기준금액으로 상 중상 중하 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 , 4 .

건강 상태적 요인 비만여부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폭음빈도 당: (BMI), , ,

뇨 가족력 부 모 형제자매 현재흡연여부 스트레스 인지여부( , , ), , Pack year, ,

만성질환 변수를 포함하였다 건강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는 정상 저. BMI ·

체중 비만 전단계 비만 으로 분류하였다(BMI<23), (23 BMI 24.9), (BMI 25) .≤ ≤ ≥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시간 분 이상 또2 30

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시간 분 이상 또는 중강도와 고강도 신체활동을1 15

섞어서 고강도 분은 중강도 분 각 활동에 상당하는 시간을 실천했는지 여( 1 2 )

부 폭음빈도는 폭음을 전혀 하지 않는 군과 월 회 이하의 폭음빈도를 음, , 1

주 저위험군으로 주 회정도 거의 매일의 폭음 빈도를 고위험으로 분류한, 1 ~

변수를 생성하여 사용하였다 가족력은 부모 형제자매의 당뇨병 의사진단. ,

유무를 예 아니오 로 분류하여 셋다 가족력이 없는 군과 한명이라도 가족‘ , ’

력이 있는 군으로 분류하였다 현재흡연 여부 변수와 갑년 기준. , Pack year( ,

년도에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년도 사이의 기간과 일 평균으로 피운 팩의

수를 곱하여 계산 의 경우 과거흡연과 현재흡연을 구체적인 흡연 시간과 흡)

연량으로 총 흡연량을 계산해 를 독립변수로 한 분석도 시행하였pack year

다 스트레스를 적게 느낌과 많이 느낌으로 분류한 스트레스 인지율 변수와. ,

다른 만성질환 고혈압 고콜레스트롤 혈증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 유병( , , , , )

과의 분석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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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석방법3.3

분석은 를 이용하여 이루어졌으며 분석 결과 모든 는 양SAS 9.4 , p-value

측검정으로 계산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로 하였다 구체적인 자료분, 0.05 .

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당뇨 유병과의 빈도분석, (Frequency

을 실시하였다analysis) .

둘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경제학적 건강행태 관련 변수별로 당뇨, , ,

유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술통계(descriptive

분석을 실시하였다 카이제곱 검정statistics) ( ( 2) ).χ

셋째 이후 흡연시작 연령과 당뇨유병의 관계에 대한, Prevalence rate

을 구하기 위해 포아송 회귀분석 을 이용하여 분ratio (poisson regression)

석하였다 여기서 추정치의 로버스트 분산을 얻기 위해. , GEE(generalized

를 사용하였다Estimating Equation) .

넷째 흡연시작 연령과 당뇨유병의 관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건강행태,

별 음주빈도 신체활동 실천율 여부 만성질환별 고혈압 고콜레스테롤(BMI, , ), ( ,

혈증 심뇌혈관 질환 에 따라 하위 그룹 분석을 실시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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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4.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당뇨 유병4.1

이 연구에서는 질병관리 본부에서 년부터 년 까지 시행한 제2016 2017 7

기국민건강영양조사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자료를Survey,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사용하였으며 연구 대상자의 수는 명 이었다 은 원 자료에서, 9665 . Table1

당뇨병 유병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남녀 차이에 대한 기술적 통계를 보여준

다.

먼저 전체 연구 대상자 명 중 남성은 명 여성은 명이었9,665 4,196 , 5,469

으며 전체 대상자 중 당뇨유병자 총 명 중 남성은 명 중, 3,409 (35.3%) 4,196

명 여성은 명 중 명 이었다 비흡연자 명1,804 (43%), 5,469 1,605 (29.4%) . 5925

을 제외한 흡연자 명 중 당뇨병 유병자는 흡연시작 연령이 세 이하3,740 16

인 사람 명 중 남성 명 여성 명 이고 세에 흡608 231 (38.0%), 13 (2.1%) , 17-19

연을 시작한 명 중 남성 명 여성 명 이 세에1,358 560 (41.2%) 29 (2.1%) , 20-22

흡연을 시작한 명 중 남성 명 여성 명 세 이상1,134 464 (40.9%), 36 (3.2%), 23

군은 명 중 남성 명 여성 명 이 당뇨병 유병자였다640 231 (36.1%), 71 (11.1%)

(P<.0001).

연령에서는 세 명 중 남성 명 여성 명20-29 1,205 51 (4.2%) 42 (3.5%),

세 명 중 남성 명 여성 명 세30-39 1,716 196 (11.4%) 137 (8.0%) , 40-49

명 중 남성 명 여성 명 세 명 중 남1,966 392 (19.9%) 259 (13.2%), 50-59 1,920

성 명 여성 명 세 명 중 남성 명435 (22.7%) 363 (18.9%), 60-69 1,598 418

여성 명 세 이상 명 중 남성 명 여(26.2%) 410 (25.7%), 70 1,260 312 (24.8%)

성 명 이 당뇨병 유병자였으며 남 녀 모두 대체적으로 연령이 증394 (31.3%) ,

가할수록 당뇨 유병률도 높아짐을 볼 수 있다 직업분류에서는. white col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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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명 중 남성 명 여성 명 명2,619 527 (20.1%) 221 (8.4%), pink collar 1,213

중 남성 명 여성 명 가 명 중 남성152 (12.5%) 230 (19%), blue collar 1,787

명 여성 명 가 명 중 남성 명530 (29.7%) 231 (12.9%), green collar 414 136

여성 명 무직자 명 중 남성 명 여성(32.9%) 81 (19.6%), 3,632 459 (12.6%)

명 에게 발병하였다842 (23.2%) .

소득수준 항목에서는 저소득층이 명 중 남성 명 여성2,308 324 (14.0%) 451

명 중하층이 명 중 남성 명 여성 명 중(19.5%), 2,416 441 (18.3%) 408 (16.9%),

상층이 명 중 남성 명 여성 명 고소득층은2,434 482 (19.8%) 397 (16.3%),

명 중 남성 명 여성 명 이 당뇨 유병자였다 남2,507 557 (22.2%), 349 (13.9%) .

성에서는 고소득층일수록 유병률이 높았고 여성에서는 저소득층일수록 유병,

률이 높았다 거주 지역에서는 수도권 거주자 명 중 남성 명. 4,813 837

여성 명 광역시 거주자 명 중 남성 명(17.4%) 753 (14.6%), 2,156 415 (19.2%)

여성 명 그 외 지역 거주자 명 중 남성 명 여성361 (16.7%), 2,696 552 (20.5%)

명 이 당뇨병 유병자였으며 남성 여성 모두 외곽 지역에 거주할491 (18.2%) , ,

수록 유병률이 높았다.

교육수준에서는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 명 중 남성 명5,054 1,057 (20.9%)

여성 명 전문대학 이상 명 중 남성 명 여성1,240 (24.5%), 4,025 610 (15.2%)

명 대학원 졸업 이상 명 중 남성 명 여성 명318 (7.9%), 586 137 (23.4%), 47

으로 남성은 대학원 졸업 이상 여성은 고졸 이하의 학력군에서 유병률(8%) ,

이 월등히 높았으며 혼인상태에서는 기혼자 배우자 같이 거주 명 중, ( ) 6,861

남성 명 여성 명 이혼 또는 사별 해당 군1,505 (21.9%) 1,101 (16.0%), 1,143

명 중 남성 명 여성 명 미혼자 명 중 남성139 (12.2%) 435 (38.1%), 1,661 160

명 여성 명 이 당뇨 유병자로 분석되었다(9.6%), 69 (4.2%) .

는 정상 저체중 군 미만 명 중 남성 명 여성BMI · (BMI 23 ) 4,115 434 (10.5%)

명 비만 전단계 명 중 남성 명499 (12.1%), (BMI 24-24.9) 2,212 465 (21.0%)

여성 명 비만군 이상 명 중 남성 명350 (15.8%), (BMI 25 ) 3,338 905 (27.1%)

여성 명 이 당뇨병이 유병자였으며 남 녀 모두 비만군에서 당뇨756 (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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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률이 월등히 높았다 유산소 신체활동을 주기적으로 하는 대상자. 4,398

명 중 남성 명 여성 명 신체활동을 주기적으로 하지 않792 (18%) 588 (13.4%),

는 대상자 명 중 남성 명 여성 명 으로 신체5,267 1,012 (19.3%) 1,017 (19.3%)

활동을 하지 않는 군에서 남 녀 모두 유병률이 높았으며 당뇨 가족력이 있, ,

는 대상자 명 중 남성 명 여성 명 가족력이 없는2,325 478 (20.6%) 534 (23%),

대상자 명 중 남성 명 여성 명 이 당뇨병 유7,340 1,326 (18.1%) 1,071 (14.6%)

병자였으며 가족력이 있는 군에서 유병률이 둘 다 높았다.

알코올섭취 폭음빈도 에서는 폭음하지 않는 군 명 중 남성 명( ) 5,373 639

여성 명 폭음 저위험군 월 회 미만 월 회 명 중(11.9%) 1,294 (24.1), ( 1 ~ 1 ) 2,565

남성 명 여성 명 폭음 고위험군 주 회 거의매일510 (19.9%), 220 (12.7%), ( 1 ~ )

명 중 남성 명 여성 이 당뇨 유병자였으며 남성에1,727 655 (37.9%) 91(5.3%)

서 폭음 고위험군일수록 당뇨유병률이 현저하게 높았다 스트레스 인지 영역.

에서는 스트레스를 덜 느끼는 명 중 남성 명 여성7,015 1,375 (19.6%) 1,164

명 스트레스를 더 느끼는 명 중 남성 명 여성(16.6%), 2,650 1,326 (18.1%),

명 이 당뇨유병자 였다 현재 흡연여부에서 현재 흡연자1,071 (14.6%) . 1,753

명 중 남성 명 여성 명 과거 흡연자 또는 비흡연632 (36.1%), 1,537 (87.7%),

자 명 중 남성 명 여성 명 이 당뇨 유병자였으나7,912 1,172 (14.8%), 68 (0.9%)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는 남녀 평균 남. Pack year 8.7 pack year

성에서 여성에서 에서 당뇨 유병자로18.9 pack year(±22.3) 0.8year(±4.6)

분석되었다 다른 만성질환 영역에서 고혈압 유병률은 정상군 명 중 남. 4,471

성 명 여성 명 고혈압 전단계 명 중 남성 명402 (9.0%) 506 (11.3%), 2,389 542

여성 명 고혈압 유병군 명 중 남성 명(22.7%) 776 (14.7%), 2,805 860 (30.7%),

여성 명 로 남 녀 모두 고혈압 유병군에서 당뇨유병률도 높은 결747 (26.6%) ,

과가 나왔다 고콜레스테롤혈증은 유병군 명 중 남성 명 여. 2,069 464 (22.4%)

성 명 비 유병군 명 중 남성 명 여성 명602 (29.1%) 7,596 1,340 (17.6%) 1,003

심뇌혈관 질환 뇌졸중 또는 심근경색 또는 협심증 유병군 명(13.2%), ( ) 340

중 남성 명 여성 명 비 유병군 명 중 남성139 (40.9%) 84 (24.7%), 9,325 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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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여성 명 으로 모두 질병 유병군에서 당뇨 유병률도(17.9%) 1,521 (16.3%)

높았다.

남성들 중에서 당뇨 유병률이 높은 사람들은 비교적 연령대가 높을수록, ,

고소득층일수록 거주지가 도시 외곽일수록 기혼자일 가능성이 높았으며, , ,

가 높고 신체활동을 하지 않고 알코올 섭취 고위험군 이며 당뇨 가족BMI , , ,

력이 있고 현재 흡연자이며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심뇌혈관 질환의 만, , ,

성질환 유병자일 가능성이 높았다 같은 유형의 비교 대상으로 여성들 가운.

데 나이는 많을수록 저소득층 일수록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일수, , ,

록 혼인상태가 이혼 별거 또는 사별 상태인 군에서 가 높을수록 신체, , , BMI ,

활동을 하지 않을수록 당뇨 가족력이 있는 군에서 성이 높았고 알코올 섭, , ,

취 고위험군 이며 당뇨 가족력이 있고 현재 흡연자이며 고혈압 고콜레스, , ,

테롤혈증 심뇌혈관 질환의 만성질환 유병자에게 당뇨 유병률이 높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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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Variables

Diabetes mellitus

Total
Men (N=4,196) Women(N=5,469)

Yes p-
value

Yes p-
valueN N % N %

Cigarette smoking initiation age <.0001 0.0007

Non-smoker 5925 318 5.4 1456 24.6

16≤ 608 231 38.0 13 2.1

17-19 1,358 560 41.2 29 2.1

20-22 1,134 464 40.9 36 3.2

23≥ 640 231 36.1 71 11.1

Age (years) <.0001 <.0001

20 - 29 1,205 51 4.2 42 3.5

30 - 39 1,716 196 11.4 137 8.0

40 - 49 1,966 392 19.9 259 13.2

50 - 59 1,920 435 22.7 363 18.9

60 - 69 1,598 418 26.2 410 25.7

70≥ 1,260 312 24.8 394 31.3

Job classification <.0001 <.0001

White collar 2,619 527 20.1 221 8.4

Pink collar 1,213 152 12.5 230 19.0

Blue collar 1,787 530 29.7 231 12.9

Green collar 414 136 32.9 81 19.6

Unemployed 3,632 459 12.6 842 23.2

Household income <.0001 <.0001

Low 2,308 324 14.0 451 19.5

Mid-low 2,416 441 18.3 408 16.9

Mid-high 2,434 482 19.8 397 16.3

High 2,507 557 22.2 349 13.9

Region 0.0007 0.0025

Metropolitan 4,813 837 17.4 753 15.6

Urban 2,156 415 19.2 361 16.7

Rural 2,696 552 20.5 491 18.2

Educational level <.0001 <.0001

High school 5,054 1,057 20.9 1,240 24.5

University or College 4,025 610 15.2 318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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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586 137 23.4 47 8.0

Marital status <.0001 <.0001

Married 6,861 1,505 21.9 1,101 16.0

Divorce or Bereavement 1,143 139 12.2 435 38.1

Single 1,661 160 9.6 69 4.2

BMI <.0001 <.0001

Normal/underweight (<23) 4,115 434 10.5 499 12.1

Overweight (23 - 24.9) 2,212 465 21.0 350 15.8

Obesity ( 25)≥ 3,338 905 27.1 756 22.6

Physical activity <.0001 <.0001

Yes 4,398 792 18.0 588 13.4

No 5,267 1,012 19.2 1,017 19.3

Alcohol consumption <.0001 <.0001

No 5,373 639 11.9 1,294 24.1

Low risk 2,565 510 19.9 220 12.7

High risk 1,727 655 37.9 91 5.3

Family history of DM <.0001 <.0001

Present 2,325 478 20.6 534 23.0

Absent 7,340 1,326 18.1 1,071 14.6

Stress recognition 0.0478 0.1015

Less 7,015 1,375 19.6 1,164 16.6

More 2,650 429 16.2 441 16.6

Current smoking 0.4171 0.3559

Current smoker 1,753 632 36.1 1,537 87.7

ex-smoker or non-smoker 7,912 1,172 14.8 68 0.9

Pack-year history 8.7 18.9
±22.

3
0.8 ±4.6

Hypertension prevalence <.0001 <.0001

Normal 4,471 402 9.0 506 11.3

Prehypertension 2,389 542 22.7 352 14.7

hypertension 2,805 860 30.7 747 26.6

Hypercholesterolemia <.0001 <.0001

Yes 2,069 464 22.4 602 29.1

No 7,596 1,340 17.6 1,003 13.2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0001 <.0001

Yes 340 139 40.9 84 24.7

No 9,325 1,665 17.9 1,521 16.3

Year 0.3912 0.3574

2016 4,854 905 18.7 829 17.1

2017 4,820 899 18.7 776 16.1

Total 9,665 1,804 18.7 1,605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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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자의 흡연 시작 연령과 당뇨 유병4.2

는 흡연 시작 연령과 당뇨 유병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Table2

를 사용한 포아송 회귀분석GEE(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결과이다(poisson regression) .

남자에서 비흡연군에 비해 흡연시작 연령이 세 이하인 군에서 당뇨 유, 16

병률이 신뢰구간 배 높았고 세 군에서는1.19(95% , 1.03~1.37) , 17-19

신뢰구간 배 세 군에서 신뢰구간1.16(95% , 1.03~1.31) , 20-22 1.21(95% ,

배 세 이상 군에서 신뢰구간 배 높았다1.08~1.36) , 23 1.13(95% , 0.99~1.29) .

연령에서는 세 세 세 세 세 이상 군에서30-39 , 40-49 , 50-59 , 60-69 , 70

세 군에 비해 당뇨병 유병률이 각각 신뢰구간20-29 2.12(95% , 1.57~2.86),

신뢰구간 신뢰구간3.16(95% , 2.33~4.27), 3.44(95% , 2.53~4.68), 3.79(95%

신뢰구간 신뢰구간 만큼 높았고 전부 통, 2.76~5.20), 3.72(95% , 2.68~5.16)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직업분류와 소득수준 거주 지역 혼인상태에서는 당. , ,

뇨유병과의 관계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었다 교육수준에서는 대학원 졸업.

이상 군에 비해 고졸 이하 군에서 당뇨 유병이 남성 신뢰구간1.19(95% ,

여성 신뢰구간 높았고 남성에서만 통계1.03~1.38), 1.21(95% , 0.93~1.58) ,

적으로 유의했다 는 정상 저 체중 군 미만 에 비해 비만전단계. BMI / (BMI 23 )

에서 당뇨 유병이 신뢰구간 비만 군(BMI 24-24.9) 1.24(95% , 1.13~1.36),

이상 에서 신뢰구간 배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BMI 25 ) 1.54(95% , 1.42~1.68)

의했다 유산소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군이 신체활동을 하는 군에 비해 당뇨.

병 유병의 확률이 신뢰구간 배 높았고 가족력이 있는1.04(95% , 0.98~1.11) ,

환자들이 가족력이 없는 환자들에 비해 현 시점의 당뇨 유병이 신1.27(95%

뢰구간 배 높았다 알코올섭취에서는 폭음하지 않는 군에 비해, 1.18~1.36) .

폭음 빈도가 잦은 고위험 음주군의 당뇨 유병이 신뢰구간1.14(95% ,

저위험 음주군에서는 신뢰구간 높았으며1.05~1.23), 1.02(95% , 0.93~1.11) ,

폭음 고위험군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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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에서 당뇨 유병은 흡연시작 연령과 유의미한 결과가 없었으며 연령에.

서는 세 세 세 세 세 이상 군에서 세 군30-39 , 40-49 , 50-59 , 60-69 , 70 20-29

에 비해 당뇨 유병이 신뢰구간 신뢰구간1.70(95% , 1.16~2.50), 2.41(95% ,

신뢰구간 신뢰구간1.63~3.55), 2.60(95% , 1.75~3.88), 3.04(95% ,

신뢰구간 높았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당2.03~4.56), 3.31(95% , 2.19~4.99)

뇨유병이 증가하였다 는 정상 저 체중 군 미만 에 비해 비만전단. BMI · (BMI 23 )

계 에서 당뇨 유병이 신뢰구간 비만 군(BMI 24-24.9) 1.27(95% , 1.13~1.42),

이상 에서 신뢰구간 높았고 모두 통계적으로(BMI 25 ) 1.69(95% , 1.53~1.86)

유의했다 주기적인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군이 신체활동을 하는 군에 비해.

당뇨 유병이 신뢰구간 배 높았고 가족력이 있는 환자1.08(95% , 0.99~1.17) ,

들이 가족력이 없는 환자들에 비해 당뇨병 유병의 확률이 신뢰구1.40(95%

간 만큼 높았다 알코올섭취 항목에서는 폭음하지 않는 군에 비, 1.29~1.51) .

해 폭음 빈도가 잦은 고위험 음주군의 당뇨 유병이 신뢰구간1.02(95% ,

배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0.85~1.22) .

현재흡연여부와 스트레스 인지여부 변수는 남녀 모두 유의하지 않았고 만,

성질환 유병과의 관련성은 모두 유의했다 고혈압 전단계 그룹에서의 당뇨유.

병률은 남성 신뢰구간 배 여성 신뢰구간1.35(95% , 1.22~1.49) , 1.28(95% ,

배 높았으며 고혈압 유병 그룹에서는 남성 신뢰구간1.14~1.45) , 1.48(95% ,

배 여성 신뢰구간 배로 더 높아졌다 고콜1.34~1.62) , 1.55(95% , 1.39~1.74) .

레스테롤혈증 유병자 그룹에서는 당뇨유병률이 남성 신뢰구간1.19(95% ,

배 여성 신뢰구간 배 높았으며 뇌졸중 심1.08~1.32) , 1.26(95% , 1.17~1.37) ,

근경색 협심증의 심뇌혈관 질환 유병자 그룹에서는 남성 신뢰구, 1.19(95%

간 배 여성 신뢰구간 배로 당뇨 유병률이, 1.08~1.32) , 1.10(95% , 0.95~1.26)

높게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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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s of Prevalence Rate ratio estimation by GEE analys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igarette smoking initiation age and diabetes

mellitus

Variables

Diabetes mellitus

Men Women

PR 95% CI PR 95% CI

Cigarette smoking initiation age

Non-smoker 1.00 1.00

16≤ 1.19 (1.03 - 1.37) 0.98 (0.57 - 1.68)

17-19 1.16 (1.03 - 1.31) 1.22 (0.86 - 1.74)

20-22 1.21 (1.08 - 1.36) 1.16 (0.87 - 1.56)

23≥ 1.13 (0.99 - 1.29) 0.98 (0.78 - 1.23)

Age (years)

20 - 29 1.00 1.00

30 - 39 2.12 (1.57 - 2.86) 1.70 (1.16 - 2.50)

40 - 49 3.16 (2.33 - 4.27) 2.41 (1.63 - 3.55)

50 - 59 3.44 (2.53 - 4.68) 2.60 (1.75 - 3.88)

60 - 69 3.79 (2.76 - 5.20) 3.04 (2.03 - 4.56)

70≥ 3.72 (2.68 - 5.16) 3.31 (2.19 - 4.99)

Job classification

White collar 1.11 (0.99 - 1.24) 1.06 (0.92 - 1.23)

Pink collar 0.99 (0.86 - 1.13) 1.00 (0.89 - 1.13)

Blue collar 1.02 (0.92 - 1.12) 1.01 (0.91 - 1.13)

Green collar 1.04 (0.92 - 1.18) 1.15 (0.97 - 1.36)

Unemployed 1.00 1.00

Household income

Low 1.07 (0.96 - 1.19) 1.12 (0.98 - 1.27)

Mid-low 1.02 (0.93 - 1.12) 1.02 (0.91 - 1.16)

Mid-high 0.98 (0.90 - 1.07) 1.03 (0.92 - 1.16)

High 1.00 1.00

Region

Metropolitan 1.00 1.00

Urban 1.10 (1.01 - 1.19) 0.95 (0.86 - 1.05)

Rural 0.99 (0.91 - 1.07) 0.91 (0.83 - 1.00)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1.19 (1.03 - 1.38) 1.21 (0.93 - 1.58)

University or College 0.95 (0.83 - 1.10) 0.95 (0.73 -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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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1.00 1.00

Marital status

Married 1.00 1.00

Divorce or Bereavement 1.02 (0.91 - 1.14) 1.06 (0.97 - 1.16)

Single 0.85 (0.73 - 1.00) 0.88 (0.66 - 1.17)

BMI

Normal/underweight (<23) 1.00 1.00

Overweight (23 - 24.9) 1.24 (1.13 - 1.36) 1.27 (1.13 - 1.42)

Obesity ( 25)≥ 1.54 (1.42 - 1.68) 1.69 (1.53 - 1.86)

Physical activity

Yes 1.00 1.00

No 1.04 (0.98 - 1.11) 1.08 (0.99 - 1.17)

Alcohol consumption

No 1.00 1.00

Low risk 1.02 (0.93 - 1.11) 0.92 (0.81 - 1.05)

High risk 1.14 (1.05 - 1.23) 1.02 (0.85 - 1.22)

Family history of DM

Present 1.27 (1.18 - 1.36) 1.40 (1.29 - 1.51)

Absent 1.00 1.00

Stress recognition

Less 1.00 1.00

More 1.03 (0.95 - 1.11) 1.01 (0.92 - 1.10)

Current smoking

Current smoker 0.97 (0.90 - 1.05) 0.98 (0.76 - 1.27)

Ex-smoker or non-smoker 1.00 1.00

Pack-year history 1.00 (1.00 - 1.00) 1.00 (1.00 - 1.01)

Hypertension prevalence

Normal 1.00 1.00

Prehypertension 1.35 (1.22 - 1.49) 1.28 (1.14 - 1.45)

Hypertension 1.48 (1.34 - 1.62) 1.55 (1.39 - 1.74)

Hypercholesterinemia

Yes 1.12 (1.04 - 1.20) 1.26 (1.17 - 1.37)

No 1.00 1.00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Yes 1.19 (1.08 - 1.32) 1.10 (0.95 - 1.26)

No 1.00 1.00

Year

2016 1.00 1.00

2017 1.02 (0.96 - 1.09) 1.06 (0.98 -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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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빈도 신체활동 여부의 건강행태에 따른 흡연시작 연령과 당뇨BMI, ,

유병 사이의 관계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하위그룹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당뇨 유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는 비만군(Table3-1). BMI (BMI

이상 에서 흡연시작 연령이 세 이하일 때 비흡연자에 비해 당뇨 유병25 ) 16

발생이 남성에게서 신뢰구간 배 높았으며 정상군이나1.25(95% , 1.04~1.51)

비만 전단계에 비해 비만군에서는 전 연령대에서 당뇨유병률이 증가하는 추

세를 보였고 여성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없었다 폭음빈도는 남성에게서, .

폭음 고위험군은 흡연시작 연령이 세 이하일 때 비흡연자에 비해 당뇨 유16

병 발생이 신뢰구간 배 세에서 신뢰1.29(95% , 1.01~1.66) , 17-19 1.37(95%

구간 배 높았고 폭음 저위험군은 세 이하일 때 신뢰, 1.10~1.71) 16 1.34(95%

구간 배 높았으며 여성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없었다 주기적인, 1.02~1.74) , .

신체활동 여부 항목에서는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남성 그룹에서 신체활동을

하는 남성 그룹에 비해 당뇨 유병률이 전 연령대에서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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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Results of Prevalence Rate ratio estimation by GEE analys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igarette smoking initiation age and

diabetes mellitus (Subgroups 1 : Health behavior)

Subgroups
Cigarette
smoking

initiation age

Diabetes mellitus

Men Women

PR 95% CI PR 95% CI

BMI

Normal/underweight (<23) 16≤ 1.16 (0.84 - 1.59) 0.49 (0.09 - 2.70)

17-19 1.33 (1.01 - 1.74) 1.29 (0.69 - 2.43)

20-22 1.35 (1.04 - 1.75) 0.90 (0.51 - 1.59)

23≥ 1.08 (0.80 - 1.45) 0.80 (0.48 - 1.34)

Overweight (23 - 24.9) 16≤ 1.03 (0.77 - 1.38) 1.55 (0.47 - 5.06)

17-19 1.13 (0.89 - 1.43) 1.18 (0.52 - 2.66)

20-22 1.06 (0.83 - 1.34) 1.76 (0.81 - 3.86)

23≥ 1.14 (0.89 - 1.47) 0.83 (0.42 - 1.64)

Obesity ( 25)≥ 16≤ 1.25 (1.04 - 1.51) 0.97 (0.51 - 1.83)

17-19 1.09 (0.94 - 1.28) 1.25 (0.76 - 2.06)

20-22 1.20 (1.03 - 1.40) 1.14 (0.76 - 1.70)

23≥ 1.15 (0.97 - 1.36) 1.07 (0.81 - 1.42)

Alcohol consumption

No 16≤ 1.06 (0.82 - 1.36) 0.92 (0.44 - 1.92)

17-19 1.11 (0.92 - 1.34) 1.26 (0.74 - 2.13)

20-22 1.29 (1.08 - 1.53) 1.20 (0.81 - 1.76)

23≥ 1.03 (0.84 - 1.26) 0.92 (0.70 - 1.22)

Low risk 16≤ 1.34 (1.02 - 1.74) 0.78 (0.21 - 2.88)

17-19 1.05 (0.84 - 1.32) 1.23 (0.62 - 2.45)

20-22 1.15 (0.91 - 1.44) 0.60 (0.29 - 1.26)

23≥ 1.21 (0.95 - 1.54) 0.91 (0.53 - 1.55)

High risk 16≤ 1.29 (1.01 - 1.66) - - -

17-19 1.37 (1.10 - 1.71) - - -

20-22 1.25 (1.00 - 1.57) - - -

23≥ 1.24 (0.97 - 1.59) - - -

Physical activity

No 16≤ 1.26 (1.05 - 1.52) 0.54 (0.21 - 1.37)

17-19 1.22 (1.04 - 1.44) 1.43 (0.91 - 2.25)

20-22 1.28 (1.09 - 1.50) 1.13 (0.76 - 1.67)

23≥ 1.25 (1.05 - 1.48) 0.94 (0.70 - 1.28)

Yes 16≤ 1.14 (0.92 - 1.42) 1.25 (0.63 - 2.46)

17-19 1.11 (0.93 - 1.32) 0.96 (0.53 - 1.74)

20-22 1.13 (0.95 - 1.34) 1.10 (0.70 - 1.71)

23≥ 0.97 (0.80 - 1.19) 0.98 (0.65 -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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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심뇌혈관질환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 의 다른, , ( , , )

만성질환에 따른 흡연시작 연령과 당뇨 유병 사이의 관계의 차이를 조사하

기 위해 하위그룹 분석을 수행하였다(Table3-2).

고혈압 전 단계의 대상자 중 세 이하에 흡연을 시작한 남성 그룹에서16

비흡연자에 비해 당뇨유병률이 신뢰구간 배 높았으며1.32(95% , 1.01~1.72) ,

고혈압 단계의 대상자들은 전 구간에서 대체적으로 유병률이 높았으며 여성

에게는 유의미한 결과가 없었다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자 중에서는 세 이. 16

하에 흡연을 시작한 그룹에서 남성 신뢰구간 배 여성1.44(95% , 1.04~2.00) ,

신뢰구간 배로 둘 다 당뇨병 유병률이 가장 높았으나1.39(95% , 0.43~4.44)

남성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심뇌혈관 질환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 은, ( , , )

심뇌혈관 질환 유병자 중 세 이하에 흡연을 시작한 남성그룹에서 당뇨병16

유병자가 될 확률이 신뢰구간 배로 가장 높았으나 통1.23(95% , 0.79~1.91)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앟고 여성은 대상자 수 부족으로 분석에서 제외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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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Results of Prevalence Rate ratio estimation by GEE analys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igarette smoking initiation age and diabetes

mellitus (Subgroups 2 : Chronic disease)

Subgroups
Cigarette
smoking

initiation age

Diabetes mellitus

Men Women

RR 95% CI RR 95% CI

Hypertension prevalence

Normal 16≤ 1.17 (0.83 - 1.64) 1.22 (0.67 - 2.23)

17-19 1.18 (0.89 - 1.57) 1.53 (0.96 - 2.44)

20-22 1.26 (0.97 - 1.65) 1.31 (0.86 - 2.01)

23≥ 1.12 (0.83 - 1.53) 0.87 (0.54 - 1.43)

Prehypertension 16≤ 1.32 (1.01 - 1.72) 0.65 (0.21 - 2.00)

17-19 1.21 (0.96 - 1.52) 0.14 (0.02 - 1.11)

20-22 1.19 (0.95 - 1.49) 0.69 (0.36 - 1.34)

23≥ 1.27 (0.98 - 1.65) 0.79 (0.43 - 1.42)

Hypertenstion 16≤ 1.07 (0.89 - 1.29) 0.50 (0.13 - 1.88)

17-19 1.12 (0.96 - 1.31) 1.30 (0.74 - 2.26)

20-22 1.17 (1.00 - 1.36) 0.93 (0.50 - 1.72)

23≥ 1.08 (0.92 - 1.28) 1.04 (0.75 - 1.44)

Hypercholesterinemia

No 16≤ 1.19 (0.97 - 1.47) 0.82 (0.41 - 1.60)

17-19 1.23 (1.04 - 1.46) 1.27 (0.82 - 1.98)

20-22 1.22 (1.03 - 1.45) 1.15 (0.79 - 1.67)

23≥ 1.13 (0.94 - 1.38) 0.85 (0.55 - 1.31)

Yes 16≤ 1.44 (1.04 - 2.00) 1.39 (0.43 - 4.44)

17-19 1.28 (0.95 - 1.72) 0.64 (0.20 - 2.11)

20-22 1.34 (1.01 - 1.80) 1.20 (0.70 - 2.07)

23≥ 1.43 (1.06 - 1.92) 1.11 (0.78 - 1.59)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No 16≤ 1.18 (1.01 - 1.36) 0.98 (0.57 - 1.69)

17-19 1.16 (1.03 - 1.32) 1.23 (0.86 - 1.75)

20-22 1.21 (1.07 - 1.37) 1.14 (0.84 - 1.54)

23≥ 1.14 (0.99 - 1.30) 1.02 (0.81 - 1.28)

Yes 16≤ 1.23 (0.79 - 1.91) - - -

17-19 1.18 (0.81 - 1.74) - - -

20-22 1.14 (0.80 - 1.61) - - -

23≥ 1.02 (0.67 - 1.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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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5.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5.1

이 연구는 흡연 시작연령과 당뇨 유병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질병

관리 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기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의 표본 추출7 .

틀은 표본설계 시점에서 가용한 가장 최근 시점의 인구주택 총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고 계통추출법에 의해 조사구에서 가구의 만 세 이상, 192 4416 1

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건강 설문조사와 의료이용 조사에 응답한12,528 19

세 이상 성인 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9,665 .

이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흡연 시작연령을 정의할 때 측정 당시 흡연 여부에 상관없이 현재,

흡연 과거 흡연이 포괄적으로 정의되었다 추후 연구에서 현재 흡연자와 과, .

거 흡연자를 분리해서 분석을 시행해 볼 필요성이 있다.

둘째 여성의 사회문화적인 특성과 우리나라의 유교문화적인 정서를 고려,

하였을 때 설문의 작성에 진실되게 답변을 하지 않아 실제보다 여성의 흡연

관련 통계가 낮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조사 대상의 연령 제한이 없고 설문의 질문이 처음으로 담배 한, , ‘

개비를 다 피운시기는 언제입니까 라는 주관적 답변을 요하는 문항이므로?’

시간이 지나 왜곡된 기억이나 잘못된 정보로 답변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흡연 시작시의 흡연량과 현재의 흡연량이 분리되어 고려되지 않았,

다.

다섯째 주변의 흡연환경이나 우울증 등 이른 흡연과 지속적인 흡연에 영,

양을 끼칠 수 있는 환경적 심리적 변수들을 고려하지 못했다, .

여섯째 단면연구의 일반적인 한계점으로 흡연으로 인해 당뇨가 발생한, ,

것인지 당뇨 발생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진단 후에 흡연을 시작했을 때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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뇨 발생과 선후관계가 불분명하다.

과거 선행 연구 중에서 흡연자는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세 연령층20-59

을 대상으로 금연자는 과거에 흡연경험이 있으나 현재 흡연 하지 않는 자로,

서 세 연령층으로 연구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령층을 나누어서 분20-39

석을 한 연구가 있다 남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흡연률이 감소하고 여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흡연률이 증가하므로 연령 흡연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시

키기 위해 세 연령층만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이다 보편적으로 연령20-39 .

이 증가할수록 당뇨유병률이 높아지게 되는데 흡연을 시작하고 현재 연령의,

시점에서 응답한 문항이므로 현재 연령이 젊은 층은 상대적으로 흡연기간이,

짧을 수 밖에 없고 같은 기준으로 유병률을 도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 .

처럼 본 연구에서도 당뇨유병률이 높은 연령층을 특정하여 흡연시작 연령에

대한 분석을 시행했으면 통계적으로 좀 더 유의한 결과값이 나왔을 것이다.

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흡연율은 로 평균보다 낮은 수준2016 6.4% OECD

이지만 이러한 수치는 자가보고 결과이며 소변 코티닌 검사결과 수치는 자, ,

가보고율의 배 이상으로 흡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폐암학회2 ( ,

특히 성차별이 심한 지역의 여성일수록 흡연보고율이 낮다는 연구결2016).

과가 있는데 이는 여성 흡연율이 낮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가보고율이 낮다,

는 의미이므로 현재 흡연여부 확인시 설문보다는 객관화할 수 있는 검사 결

과를 이용하는 것이 정확한 분석결과를 도출하는데 도움일 될 것이다.

또한 설문 자료의 특성상 흡연량은 평균 흡연량으로 계산할 수 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는데 특정시기에 흡연을 과도하게 한 것이 또다른 시기에 흡연,

을 과하게 한 것과는 신체적으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연구 주,

제에 맞게 가령 세 이하의 흡연량으로 분석이 가능하다면 다른 결과값이20

도출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게 되는 원인 중에는 또래 친구를 따라하거

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나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경우 지루한 상황을 벗어나 새로운 자극을 위한 수단 등으로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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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게 되고 이러한 행동이 습관화되어 성인흡연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 .

러한 이른 흡연시작을 유발하는 심리적인 요인도 변수로 고려될 수 있을 것

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흡연 시작연령과 당뇨 유병이 관련성을 보이,

기 때문에 이른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인식시키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흡연예방 교육이나 정책 입안 시 하나의 지표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5.2

전체 연구 대상자 명 중 남성은 명 여성은 명이었으며9,665 4,196 , 5,469 ,

전체 대상자 중 당뇨유병자 총 명 중 남성은 명 여3,409 (35.3%) 1,804 (43%),

성은 명 이었다 비흡연자 명을 제외한 흡연자 명1,605 (29.4%) . 5,925 3,740

중 남성에서 당뇨 유병과 흡연시작 연령과의 상관성은 비흡연자에 비해 흡

연시작 연령이 세 이하인 군에서 당뇨 유병률이 신뢰구간16 1.19(95% ,

배 높았고 세 군에서는 신뢰구간 배1.03~1.37) , 17-19 1.16(95% , 1.03~1.31) ,

세 군에서 신뢰구간 배 세 이상 군에서20-22 1.21(95% , 1.08~1.36) , 23

신뢰구간 배 높았다 흡연자 중 약 가 세 미만에1.13(95% , 0.99~1.29) . 40% 19

흡연을 시작하였고 이른 시기의 흡연 시작은 흡연량과 나중에 담배를 끊을,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보고가 있다(Chen and Millar, 1998) 성인.

흡연자의 경우 하루평균 흡연량이 니코틴 의존과 관계가 깊은 반면 청소년,

은 흡연양보다 매일 담배를 피우는 매일 흡연자 의 기간이 길수록 니코틴‘ ’

의존과 관계가 깊다 대한폐암학회 외 연구진 은 세( , 2016). Breslau (1993) 40

이상의 사람들이 젊은 흡연자들보다 담배를 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했는데 이러한 변화는 나이가 들면서 흡연과 관련된 질병에 대한 인식이 증,

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Breslau et al., 1993).

이 연구에서 흡연시작 연령은 제시되었지만 개인이 일일 흡연자가 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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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적인 흡연으로의 진행은 몇 년이 걸렸는지 알 수 없다 추후에 규칙적인.

흡연으로의 진행기간을 고려해 흡연시작연령이 빠른 사람일수록 금연이 어

렵다는 후향적 연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또한 연구에서 흡연시작.

연령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인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 어린 나.

이에 담배를 피우는 것은 부모님의 흡연여부와 흡연에 대한 태도 지속적인,

노출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그들 사이에서 전반적인 담배 소비 수,

준 피우는 타르 니코틴의 수치가 가정에서 성인들의 흡연 관행과 직접적으, /

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Millar and Hunter, 1990).

여자에서 당뇨 유병은 흡연시작 연령에 전부 유의하지 않았다 여성들이.

더 낮은 타르 니코틴 담배를 피우는 경향이 있음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흡/ .

연과 당뇨병의 위험 사이의 연관성은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 사실상 밝혀지

지 않았으나 년 여성 간호사 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 1976 11 4247

서 비흡연자들과 비교했을 때 하루에 개 이상의 담배를 피운 여성들 사이25

에서 당뇨 진단을 받은 여성은 명이었다 이러한 데이터는 흡연이 비인1.42 .

슐린 의존성 당뇨병의 독립적이고 수정 가능한 위험 요소일 수 있음을 시사

한다(Rimm et al., 1993).

직업분류에서는 무직인 군에서 보다 에서 남white collar, green collar

성 여성 모두에게서 당뇨에 걸릴 상대비가 높았다 시간이 지나도 흡연을, .

지속하는 것은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흡연을 위한 사회적 지지가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어린 나이에 담배를 피우는 것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아지는 지표일 수

있으며 이러한 흡연자들은 차례로 흡연에 대한 제약이 거의 없는 직업 집단

으로 선택될 수 있다(Millar and Bisch, 1989) 교육 수준에서는 남성은 대.

학원 졸업이상 군에 비해 고졸 이하 군에서 당뇨 유병이 배 높았고 여1.19 ,

성은 고졸 이하 군에서 당뇨 유병이 배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1.21

하였다 이 결과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당뇨관련 인지와 지식을 얻을 기회.

의 부족으로 당뇨 유병이 높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 등. Kh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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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에서도 금연을 하지 않을 상대비가 결혼을 하지 않은 교육을 적게,

받은 사람일 수록 현저하게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Khuder, Dayal and

Mutgi, 1999) 금연 프로그램이 교육 수준이 낮은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해.

야 더 효과적이라는 개념을 뒷받침한다.

는 남성에게서 정상 저 체중 군 미만 에 비해 비만전단계BMI / (BMI 23 ) (BMI

에서 당뇨 유병이 신뢰구간 배 비만 군24-24.9) 1.24(95% , 1.13~1.36) , (BMI

이상 에서 신뢰구간 배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25 ) 1.54(95% , 1.42~1.68)

였다 여성에 있어서도 정상 저 체중 군 미만 에 비해 비만전단계. · (BMI 23 ) (BMI

에서 당뇨 유병이 신뢰구간 배 비만 군24-24.9) 1.27(95% , 1.13~1.42) , (BMI

이상 에서 신뢰구간 배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25 ) 1.69(95% , 1.53~1.86)

였다 비만은 단연코 비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위험 요.

인 중 하나이다 흡연은 비만에 대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인슐린 분.

비 또는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된 생리적 요인을 통해 직접적으로 중요한 역

할을 할 수 있다(Facchini et al., 1992) 흡연이 비만과 관련성이 높다는.

선행연구에서는 흡연자의 흡연 양이 증가할수록 체질량 지수와 복부비만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Chandler and Dicarlo, 1998) 이 같은,

결과는 흡연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여 체지방과 복부지방 축적을

유발하여 비흡연자보다 각종 만성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것으로 사료된다 김(

승석, 2014) 하위그룹 분석에서는 먼저 당뇨 유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는 특히 비만군에서는 흡연시작 연령이 세 이하일 때 당뇨유병의BMI 16

확률이 신뢰구간 배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1.25(95% , 1.04~1.51) ,

비만한 사람일수록 당뇨병 유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산소 신체활동 항목의 서브그룹 분석에서는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군에

서의 당뇨병 유병자가 될 확률은 전 연령대에서 전반적으로 높았고 신체활,

동을 하지 않는 군에서는 흡연시작 연령이 세 이하일 때 비흡연자에 비해16

당뇨 유병 발생이 남성에게서 배 신뢰구간 높았고 통1.26 (95% , 1.05~1.52) ,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분석결과 어느정도 신체활동을 하는 군에서 흡연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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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이 빠른 군에서 당뇨유병 확률이 높은 경향성이 있다 최근의 연구결과.

에 의하면 저항운동을 같이 하는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체지방 감소 고밀도,

콜레스테롤 증가와 근육량의 증가로 인해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키며 혈당

상승을 억제하여 당뇨병환자들이 정상혈당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어 합병

증을 예방하고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American Colledge

of Sports Medicine, 2013) 유산소 및 저항의 복합운동은 신체구성을 개선.

시키고 지방대사와 관련된 호르몬을 증가시키므로 혈중 지질 및 호르몬 변

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민범( , 2002) 당뇨병의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규

칙적인 신체활동의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당뇨병 가족력이 있는 대상자들이 가족력이 없는 대상자들에 비해 남성에

게는 당뇨 유병이 신뢰구간 배 높았고 여성에게는1.27(95% , 1.18~1.36) ,

신뢰구간 배 높았으며 둘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1.40(95% , 1.29~1.51) .

당뇨의 가족력은 교정이 불가능한 요인이다.

폭음빈도 고위험군은 폭음을 하지 않는 군보다 당뇨병 유병 확률이 남성에

서 신뢰구간 배 여성에서 신뢰구간1.14(95% , 1.05~1.23) , 1.02(95% ,

배 만큼 높았고 남성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저위험군은0.85~1.22) ,

당뇨유병의 확률이 다소 낮았다 에서 보면 남성 당뇨유병자 중. Table1

가 고위험 음주군임을 알 수 있다 음주와 같이 당뇨병 환자들이 절대37.9% .

적으로 주의해야 하는 생활습관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결과만 보

더라도 국내의 당뇨병 환자 관리체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드러난다 음주.

는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며 알코올 섭취는 공복시나 식후에 전반적인

저혈당의 위험을 증가시킨다(Magis, Jandrain and Scheen, 2003) 그러나.

이 결과에서 보면 건강한 사람들의 적당한 알코올 섭취는 오히려 당뇨병의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실제 년부터 미국에서 년간 남성들. 1986 6

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에 의하면 매일 의 술을 마신 남성은30.0-45.9g

금주자와 비교하면 당뇨병 위험이 신뢰구간 이었다0.61(95% , 0.44~0.91)

(Rimm et al., 1995) 인구집단에서 알코올섭취와 질병발생의 상관성을 연.



- 43 -

구한 결과에 따르면 많은 질병의 경우 알코올 섭취와 질병발생의 위험도가

선형적인 관계를 보이나 당뇨병의 경우는 자형 패턴을 보이는 경향이 있U

다 천성수 등의 연구에서도 음주빈도의 경우 월 회 정도 음주를 하는 사. 2-3

람이 음주를 하지 않거나 월 회 이하로 드물게 하는 사람보다 비만 가능성1

이 신뢰구간 배 더 낮지만 음주빈도가 지나치게 많0.722(95% 0.583-0.893)

은 경우 주 회 이상 는 비만이 될 가능성이 신뢰구간( 4 ) 1.236(95%

으로 현저히 커졌다1.021-1.486) 김정현 천성수( , , 2014) 추후 연구에서 음.

주빈도 항목을 세분화하여 음주빈도와 당뇨병 유병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

가 진행되어도 흥미로울 것이다 최근에는 당뇨병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고.

임상에서도 음주가 당뇨를 유발하는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뇨병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 당뇨의 증상을 보이는 다른 질병들과의 진단의

혼란성이 존재하여 음주가 당뇨의 원인이 되는지를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위그룹 분석에서 폭음빈도는 흡연시작 연령이 세 이하일 때 폭음. 16 ,

고위험군은 비흡연군에 비해 당뇨 유병 발생이 남성에게서 신뢰구1.29(95%

간 폭음 저위험군은 배 신뢰구간 높았다, 1.01~1.66) 1.34 (95% , 1.02~1.74) .

흡연시작 연령이 세 구간의 폭음 고위험군도 비흡연자에 비해 당뇨병17-19

유병의 확률이 신뢰구간 배 높았다 이전의 여러 연구1.37(95% , 1.10~1.71) .

들은 소량의 적정 음주는 대사증후군과 그 관련 요인의 위험성을 낮춰준다

고 보고하고 있지만 다른 여러 연구결과들은 적정량 이상의 음주는 대사증

후군과 복부비만의 위험을 높인다고 제시하고 있다 오상우( , 2009) 음주는.

당뇨병환자의 혈당조절을 방해하여 궁극적으로는 합병증 발생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음주에 대한 환자와 가족의 교육이 필요하다 정진희 김옥수( , ,

2005) 음주자는 비만의 위험인자인 흡연 고지방 섭취 스트레스 신체활동. , , ,

저하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주와 신체활동은 직 간접BMI, ,

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셋의 연관성은 뗄레야 뗄 수 없는 사이이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 적용하기 위한 적합한 신체활동 적절한 식사 효과적인 체중조, ,

절 방법 등 대한 지침이 불확실하며 대상자가 그 필요성을 인식한다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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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자체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선우성( , 1998) 따라서 우리나라의 당.

뇨병 관리현황을 고려하여 올바른 진단 예방 관리 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

것이다.

다른 만성질환들과의 하위그룹 분석에서 고혈압 유병자는 고혈압 전단계,

그룹에서는 세 이하에 흡연을 시작한 남성에서 당뇨 유병률이16 1.32(95%

신뢰구간 배 고혈압 단계에서는 신뢰구간, 1.01~1.72) , 1.07(95% , 0.89~1.29)

배로 오히려 확률이 감소하였다 고콜레스테롤혈증은 유병자 그룹에서 전반.

적으로 당뇨병 유병 확률이 높았으며 남 녀 모두 세 이하에 흡연을 시작, , 16

한 그룹에서 남성 신뢰구간 배 여성 신뢰1.44((95% , 1.04~2.00) , 1.39(95%

구간 배로 당뇨병 유병 확률이 높았다 심뇌혈관질환 뇌졸중 심, 0.43~4.44) . ( ,

근경색 협심증 항목에서는 심뇌혈관 유병자 그룹에서 남성은 세 이하에, ) 16

흡연을 시작한 그룹에서 당뇨유병의 확률이 신뢰구간1.23(95% , 0.79~1.91)

배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고 여성은 유병자의 대상자 수가,

부족하여 하위그룹 분석에서는 제외되었으며 추후 더 많은 대상자를 상대로,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향후 이 연구와 관련하여 오랜기간 추적된 표본.

을 가지고 질병별로 이환과 의료이용에 관한 심층분석으로 흡연이 국민건강

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현재흡연은 당뇨의 독립적인 위험 요인으로 일

관되게 보고되었지만 과거 흡연과 당뇨의 위험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불분,

명하다 이 연구에서도 현재흡연 여부와 당뇨병 발생과의 연관(Hur, 2007).

성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추적 기간 동안 흡연 습관의 변.

화를 고려하지 않은 단면연구이므로 흡연 중단이 당뇨유병에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흡연상태와 공복혈당 수준 변.

화 사이의 관계를 가장 잘 평가하기 위해 흡연상태의 반복된 측정으로 시행

한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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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6.

담배는 오랫동안 주요 공중보건 문제로 인식되어 왔고 가장 예방할 수 있

는 사망의 원인의 하나이다 담배를 끊는 것은 거의 즉각적인 건강상의 이익.

을 가져다 준다 그러므로 흡연을 시작하고 금연을 하는 것과 관련된 요인들.

은 공중 보건상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성인기 이전에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흡연 시작을 몇 년 연기하는 것은 개인 및 공중,

보건 측면에서 둘 다 이익이 될 수 있다 어린 나이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다면 니코틴에 대한 신체적 의존이 더 클 수 있고 조기흡연의 시작은 의존,

성에 기여하는 심리적 또는 사회적 요인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 문제는 최근 대 흡연율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중요해졌다. 10 .

이 연구는 흡연 시작 연령과 당뇨유병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국민건강

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으며 전체 연구 대상자 명 중 남성9,665

은 명 여성은 명이었으며 전체 대상자 중 당뇨유병자 총4,196 , 5,469 , 3,409

명 중 남성은 명 여성은 명 이었다 주요(35.3%) 1.804 (43%), 1,605 (29.4%) .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흡연자 명을 제외한 흡연자 명 중 남성에서 당뇨병 유병과5.925 3,740

흡연시작 연령과의 상관성은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시작 연령이 세 이하인16

군에서 배 높았고 세 군에서 배 세 군에서 배1.19 , 17-19 1.16 , 20-22 1.21 , 23

세 이상 군에서 배 높았으며 흡연시작 연령과 당뇨병 유병의 상관성이1.13

있으나 흡연시작 연령이 어릴수록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결과는 아니었다, .

는 남성에게서 정상 저 체중 군 미만 에 비해 비만전단계BMI / (BMI 23 ) (BMI

에서 당뇨 유병이 배 비만 군 이상 에서 배 높았다24-24.9) 1.24 , (BMI 25 ) 1.54 .

여성에 있어서도 정상 저 체중 군 미만 에 비해 비만전단계· (BMI 23 ) (BMI

에서 당뇨 유병이 배 비만 군 이상 에서 배 높았고24-24.9) 1.27 , (BMI 25 ) 1.69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하위그룹 분석에서도 는 특히 남성은 비만군. B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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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흡연시작 연령이 세 이하일 때 당뇨병 유병이 신뢰구간16 1.25(95% ,

배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1.04~1.51) , .

폭음빈도의 서브그룹 분석에서는 폭음 고위험군에서 흡연시작 연령이 16

세 이하일 때 비흡연자에 비해 당뇨병 유병 확률이 남성에게서 신1.29(95%

뢰구간 배 폭음 저위험군일 때 신뢰구간, 1.01~1.66) , 1.34(95% , 1.02~1.74)

배 높았다 신체활동 항목의 서브그룹 분석에서는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남.

성그룹에서 흡연시작 연령과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당뇨병 유병 확률이 높았

으며 전 연령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다른 만성질환들과의 하위그룹 분석에서 고혈압 유병자와 고혈압 전단계　

그룹은 남성에서 흡연시작 연령의 모든 구간에서 당뇨병 유병 확률이 전반

적으로 높았으며 고혈압 전단계 그룹의 세 이하에 흡연을 시작한 그룹에, 16

서 당뇨 유병의 확률이 신뢰구간 배로 유의미한 결과1.32(95% , 1.01~1.72)

가 나왔다 고콜레스테롤혈증은 유병자 그룹에서 전반적으로 당뇨병 유병 확.

률이 높았으며 남 녀 모두 세 이하에 흡연을 시작한 그룹에서 남성, , 16

신뢰구간 배 여성 신뢰구간 배1.44(95% , 1.04~2.00) , 1.39(95% , 0.43~4.44)

로 당뇨병 유병 확률이 높았으며 남성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로 가 높을수록 고위험 음주군 일수록 신체활동을 하BMI , ,

지 않을수록 다른 만성질환 유병자일수록 당뇨병 유병의 확률이 전반적으로,

높았고 흡연시작 연령과 어느정도 상관관계가 있으며 그 결과값 중에서도,

비만하거나 폭음 고위험군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자일수록 당뇨병 유병자일,

유병비가 유의하게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이른 흡연을 시작한.

비만하고 음주가 잦은 사람일수록 당뇨 예방과 관리에 주의해야 함을 시사

한다.

당뇨병은 성인인구에서의 만성질환 중 유병률이 높은 질환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증상발현이 거의 없는 질환이기 때문에 질환이 발생하였을 때는 이,

미 합병증을 동반하게 될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질환관리를 위한 경제적인 부.

담 역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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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모든 질병은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초기 청. .

소년기에 흡연의 시작 자체를 예방하는 것 뿐만 아니라 흡연을 시작하는데

몇 년이라도 늦추는 것은 당뇨병 발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이다 궁극적으로 청소년들 사이의 흡연을 예방하고 이미 흡연자에게는 금연.

을 권장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당뇨 유병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규칙적인 신체활동 촉진과

건강한 식단에 초점을 맞추어 보완하고 이에 따라 증가하는 비만인구의 세

계적 문제를 감소시키는 예방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당뇨의 예방과.

더불어 조기진단도 중요하므로 고위험 음주와 같은 혈관을 손상시키는 다른

알려진 위험인자를 관리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당뇨병 예방 및 조

절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보다 명확한 흡연과 당뇨병 발생에 대한 인.

과관계 규명을 위해 장기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단면 연구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근본적인 한계점은 잘 설계된 코호트

연구 등을 통하여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흡연의 빈도와 강도를 고려.

해 흡연량을 통합하여 흡연빈도에 따라 범주를 나누어 당뇨병 발생률을 추

정하는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또는 금연을 한 기간에 따라 당뇨 발병률을 조.

사하여 금연기간이 오래될수록 당뇨 발병률도 줄어드는지 연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앞으로 늘어나게 될 당뇨병 합병증 의료비 부담에 대비하기.

위해 정책 개입을 통해 이른 시기의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장려할 수 있,

도록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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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표 변수 추가하여 빈도분석1. 10 pack year

세 미만 흡연시작 응답자는 로 분류하였음*10 non-smoker .

표2. 변수를 연속형 변수에서 범주형으로 변경하여 하위그룹 분Pack year 석

Variables

Diabetes mellitus

Total
Men (N=4,196) Women(N=5,469)

Yes
p- value

Yes
p- value

N N % N %

Cigarette smoking initiation age <.0001 0.0007

Non-smoker 5934 318 5.4 1456 24.5

16≤ 599 231 38.6 13 2.2

17-19 1,358 560 41.2 29 2.1

20-22 1,134 464 40.9 36 3.2

23≥ 640 231 36.1 71 11.1

Pack year <.0001 0.0007

<10 pack year 7,209 567 7.9 1,544 21.4

10 pack year≥ 2,456 1,237 50.4 68 0.9

Subgroups
Cigarette
smoking

initiation age

Diabetes mellitus

Men Women

RR 95% CI RR 95% CI

pack year

<10 pack year 16≤ 1.14 (0.83 - 1.56) 0.90 (0.45 - 1.80)

17-19 1.24 (1.01 - 1.52) 1.30 (0.86 - 1.94)

20-22 1.26 (1.02 - 1.56) 0.97 (0.63 - 1.49)

23≥ 1.21 (0.95 - 1.54) 0.91 (0.67 - 1.22)

10 pack year≥ 16≤ 0.87 (0.63 - 1.20) - - -

17-19 0.85 (0.62 - 1.16) - - -

20-22 0.89 (0.65 - 1.22) - - -

23≥ 0.83 (0.60 - 1.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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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sociation between age at cigarette smoking initiation

and the prevalence of diabetes mellitus in Korean adults

:

Result of the 7th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KNHANES, 2016-2017)

SUN-JUNG EO

Dept. of Health Policy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ung-In Jang, M.D., Ph.D.)

Objectives :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ge at

cigarette smoking initiation and the prevalence of diabetes mellitus

in the Korean adult popul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whether early smoking age was a factor in the

development of diabetes mellitus.

Background : In South Korea, the number of people with chronic

disease is steadily increasing due to westernized lifestyle, dietary

habits and lack of physical activity. Medical costs are also

increasing gradually. Unlike other diseases, diabetes can develop at

a slower rate and cause fewer symptoms, making it impossibl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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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nize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 until complications arise.

Moreover, the smoking rate of korean adult men are the highest

among OECD countries, and the smoking problem for teenagers is

becoming a social problem that can no longer be overlooked. In

previous studies, cohort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environmental risk factors and the

development of diabetes, but among the numerous disease caused

by smoking, one of the relatively poor studies or interests is

diabetes.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risk of

early onset of smoking by examining the effects of smoking start

age on the prevalence of diabetes among smoking states.

Methods: The study used data from the 7
th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conducted by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from 2016 to 2017, and surveyed

9,665 people under the study. We perfomed poisson regression

analysis to assess association between age of smoking initiation

and prevalence of diabetes.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GEE) was

used to obtain robust variance of the estimates. Poisson regression

models were used to control for potential confounding factors such

as demographic characteristics(age, gender, Family history),

sicio-economic characteristics(education, household income,

occupation, residential area, marry status), health

characteristics(BMI, physical activity, drink frequency, stress,

current smoking, pack year) and another NCD(hypertension,

hypercholesterolemia, stroke, cardiac infar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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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Among 21,587 people, 4,196 were males and 5,469 were

females. Among the 3,409 diabetic patients (35.3%), 1,804 males

(43%) and 1,605 females (29.4%). Among the 3,740 smokers

excluding 5,925 non-smokers, the correlation between diabetes

prevalence and the age of smoking was 1.19 times higher in

non-smokers than 16 years old, and 1.16 times in 17-19 years. It

was 1.21 times higher in the 20-22 year old group and 1.13 times

higher in the group older than 23 years. The analysis showed that

about 40% of smokers began smoking under 19 years of age.

BMI was 1.27 times higher in pre-obesity (BMI 24-24.9) group and

1.69 times higher in obesity (BMI 25 or higher) group than in

normal/low body weight group (BMI 23 or less) in men. For women,

the prevalence of diabetes was 1.27 times higher in pre-obesity

(BMI 24-24.9) and 1.69 times higher in obese counties (BMI 25 or

higher) than in normal and low-weight groups (BMI 23 or less) and

all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subgroup analysis, BMI also

showed that diabetes prevalence was 1.25(95% confidence interval,

1.04 1.51) times higher in the obese group when the age of onset–

smoking was 16 years or younger.

The frequency of binge drinking in high-risk drinking groups was

1.14(95% confidence interval, 1.05 1.23) times higher in men than–

in non-smokers when the age of starting smoking was less than 16

years old. The subgroup analysis of physical activity items showed

a higher overall risk of diabetes in male groups without physical

activity, regardless of the age at which they started smoking, and in

those groups under 16 years of age, they were 1.26 (95%

confidence intervals, 1.05 1.52) times higher and statistically–



- 58 -

significant.

In subgroup analyses with other chronic diseases, high blood

pressure sufferers had a higher risk of diabetes in all sections of

the age from which smoking began in men, and in pre-hypertension

group, diabetes prevalence was 1.32 times higher (95% confidence

interval, 1.01 - 1.72) in those who started smoking under the age

of 16. High-cholesterol was generally more likely to be diabetic in

the lactose group, with 1.44(95% confidence intervals, 1.04 - 2.00)

times for men, and 1.39(95% confidence intervals, 0.43 to 4.44)

times for women for both men and women who started smoking at

the age of under 16 years old.

Conclusion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prevalence of diabetes

was relatively high in the early smoking group. The higher the BMI

group, the higher the frequency of binge drinking, the more

physically active group, and the other chronic disease prevalence

group, the higher the prevalence of diabetes. Among the results, the

higher the BMI, the higher the diabetes prevalence was. This

suggests that obese people who have begun early smoking should

be careful about preventing and managing diabetes. In addition to

the prevention of diabetes, early diagnosis is also important, so risk

factors that damage blood vessels such as high-risk alcohol are

expected to be managed more effectively and effectively. Long-term

and diverse follow-up studies are needed to elucidat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smoking and diabetes. To cope with the

increasing burden of diabetes complications, policy interventions are

needed to prevent early smoking and encourage qui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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