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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환자에서 지속적 흡연 유지와 관련된 요인: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김정현, 박용순*, 김정현, 임한결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가정의학과

Factors Associated with Persistent Smoking in Diabetic Patients: The Seven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Jeong Hyun Kim, Yong Soon Park*, Jeong Hyeon Kim, Han Kyul Lim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Hallym University Chuncheon Sacred Heart Hospital, Chuncheon, Korea

Background: Smoking increases total mortality and the risk of complications in patients with diabetes; however, smokers tend to smoke persistently
even after the diagnosis of diabetes mellitu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risk factors predicting persistent smoking in Korean adults
with diabetes.
Methods: This study included 265 persistent-smokers and 146 quit-smokers among the participants with diabetes from the seven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The subjects were smokers at the time of diagnosis of diabetes and were categoriz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 change in smoking status between the time of diabetes diagnosis and survey. Factors associated with persistent smoking were
evaluated using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prevalence of persistent-smokers with diabetes in this study was 65.3%. After adjusting for covariates, persistent smoking in Korean adults
with diabetes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 history of cancer (adjusted odds ratio [aOR], 0.322; 95% confidence interval [CI], 0.116–0.889),
strength exercise (aOR, 2.753; 95% CI, 1.361–5.566), stress (aOR, 2.036; 95% CI, 1.046–3.950), non-medical treatment for diabetes (aOR, 6.814; 95%
CI, 1.661–27.957), and duration of diabetes (aOR, 0.952; 95% CI, 0.919–0.987).
Conclusion: Identifying the risk factors related to persistent smoking among Korean adults with diabetes can help in developing effective smoking
cessation strategies.
Keywords: Diabetes Mellitus; Cigarette Smoking; Smoking Cessation;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4.6배, 여성에서는 2.5배 높일 뿐만 아니라,4) 2형 당뇨병의 발생 위험

서론

성도 높인다.5,6) 또한 당뇨병 환자에서는 심혈관계 합병증의 위험성
당뇨병은 국내에서 지난 30년간 유병율이 5–6배 증가하였고, 당

을 높이는데,3,7,8) 이에 관한 메타분석에서 당뇨병이 있는 비흡연자에

뇨병으로 인한 사망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1,2) 이에 당뇨병 예방 및

비해 흡연자의 전체사망의 위험도가 1.55배, 심혈관계 사망은 1.49배

3)

관리를 위해 생활습관 교정이 필요한데, 그 중 금연이 중요시된다.

높았고, 과거 흡연자에 비해서도 각각 1.19배, 1.15배로 유의하게 높

흡연은 일반인에서 폐암의 위험도를 비흡연자에 비해 남성에서는

았다.3) 다른 연구에서는 당뇨병 환자가 금연을 할 경우, 전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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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위험성이 현재 흡연자에 비해 낮다고 밝혔

2. 변수 정의

3,9)

변수 중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조사대상자의 나이, 성별, 교육 수

다.

이렇듯 흡연은 당뇨병 환자에게 중요한 위험인자이지만, 흡연자

준, 소득 수준, 경제활동, 결혼 상태를 선정하였다. 나이는 실제 출

들은 당뇨병 진단 이후에도 이전과 비슷한 흡연 양상을 보인다. 국

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만 나이로, 50세 이하, 50–59세, 60–69

내 2018년도 대한당뇨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현재 흡

세, 70세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나이의 경

연율은 30세 이상의 남성이 39.6%, 여성은 5.3%로, 특히 남성 당뇨

우 개인 비식별 조치방법 중 탑코딩(top-coding) 방식을 적용하여 80

10)

세 이상을 일괄 80으로 처리하고 있어 범주형 변수로 사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당뇨병 진단 이후 지속 흡연자(persistent smoker)

교육 수준은 졸업을 기준으로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이

와 금연 실천자(quit-smoker)의 특성을 비교하여 당뇨병 환자의 금연

상으로 분류하였으며, 소득 수준은 가구 소득 5분위를 기준으로 하

성공 여부에 어떤 요인의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고자 하였다. 제7차

위 5분위와 상위 5분위, 나머지 2–4번째 5분위를 중간 범주로 묶어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당뇨병 진단 이후 지속 흡연자

세 범주로 구분하였다. 경제활동 상태는 취업자, 실업자 및 비경제

의 금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당뇨병 환자

활동인구로 구분하였는데, 취업자의 기준은 최근 일주일 동안 수입

의 금연관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거나, 18시간 이상 무급가족 종사자

8)

병 환자에서 금연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로 일한 적이 있는 경우, 원래 일을 하고 있지만 일시 휴직 상태를
포함하여 정의하였다. 결혼 상태는 배우자 유무로 구분하였는데,

방법

사실혼 상태를 포함하여 배우자가 있으며 함께 살고 있는 경우와
미혼, 이혼, 사별, 별거와 같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된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

건강 상태 및 건강관련 행태는 과거력 및 약물 복용 상태, 가족

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였다. 조사 대상자 중 의사에게 당뇨병을 진단

력, 음주 습관, 신체활동, 비만 여부, 스트레스, 검진 수행 여부를 조

받은 지 1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684명이었고, 이 중 평생

사하였다. 과거력은 의사에게 진단 받은 것을 기준으로 하여 뇌졸

동안 100개비 이상의 흡연자는 741명이었다. 당뇨병 진단 이후 흡연

중, 허혈성 심질환, 우울증, 암을 선정하였고, 그 중 암은 위암, 간암,

을 시작한 9명과 당뇨병 진단 이전에 금연을 한 321명을 제외하여,

폐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에 갑상선암을 포함하였다. 약물 복용

지속 흡연자 265명과 금연 실천자 146명, 총 411명을 연구대상으로

상태는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으로 의사 진단 받은 후 현재 약물치

선정하였다(Figure 1).

료를 하고 있는 경우로 선정하였다. 가족력은 부모와 형제자매 중에
서 의사로부터 뇌졸중, 허혈성 심질환, 당뇨병을 진단받은 적이 있

Diabetes patients (n=1,684)
Have you smoked at least 100 cigarettes through out lifetime?

No (n=943) Excluded

Yes (n=741)
Age at smoking initiation<age at diabetes diagnosis

No (n=9)

Excluded

Yes (n=732)
Do you currently smoke?
Yes (n=265)

No (n=467) Excluded
Age at quit-smoking<age at diabetes diagnosis

Persistent smo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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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n=146)

No (n=321)

Quit-smokers

Excluded

Figure 1. Process for selecting study
subjects. Patients who started smoking
after diabetes diagnosis and quit smoking before diabetes diagnosis were ex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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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로 정의하였다. 음주 습관은 최근 1년 동안의 음주 빈도를 조사

다. 근력 운동 실천은 최근 1주일 동안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하여 일주일에 2회 이상 음주를 하는 경우 음주자로 정의하였다. 신

아령, 역기, 철봉 등의 근력 운동을 한 날을 기준으로 주 2일 이상인

체활동은 규칙적 걷기 실천과 근력 운동 여부를 조사하였다. 규칙

경우로 정의하였다. 비만 여부는 체질량지수를 기준으로 25 kg/m2

적 걷기 실천은 최근 1주일 동안 한번에 적어도 10분 이상씩, 하루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스트레스는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

동안 30분 이상 걸은 날을 기준으로 주 5일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였

스를 어느 정도 느끼는지 확인하여 4개 척도로 평가하였고, 대단히

Table 1. Comparisons of characteristics of subjects with diabetes according to the change in smoking status between the time at survey and the
time of diabetes diagnosis
Variable

Total

Persistent smoking

Quit smoking

Age (y)

P-value
0.079

≥70

118, 19.0 (1.9)

63, 15.6 (2.3)

55, 25.3 (3.6)

60–69

129, 26.3 (2.3)

79, 24.0 (2.7)

50, 30.7 (4.3)

50–59

109, 35.0 (2.9)

84, 39.2 (3.6)

25, 27.0 (4.8)

55, 19.5 (2.6)

39, 21.0 (3.1)

16, 16.8 (4.9)

Sex: male

370, 92.0 (1.5)

237, 91.2 (2.1)

133, 93.5 (1.9)

0.446

Education: ≤middle school

182, 40.6 (2.9)

115, 41.0 (3.5)

67, 39.8 (5.1)

0.851

Lowest quintile

115, 27.9 (2.7)

76, 28.8 (3.4)

39, 26.2 (4.7)

Middle

78, 53.0 (5.6)

<50

Household income

0.302
228, 56.3 (3.0)

150, 58.0 (3.8)

Highest quintile

63, 15.7 (2.1)

37, 13.1 (2.3)

26, 20.6 (4.4)

Employment: no

169, 37.8 (2.8)

105, 35.6 (3.4)

64, 41.9 (5.4)

0.335

87, 19.9 (2.4)

58, 20.7 (3.0)

29, 18.3 (4.0)

0.646

Stroke

35, 8.9 (1.7)

21, 7.4 (1.8)

14, 11.8 (3.5)

0.239

Ischemic heart disease

36, 7.3 (1.3)

22, 7.3 (1.6)

14, 7.4 (2.1)

0.945

Depression

16, 4.1 (1.2)

11, 5.2 (1.7)

5, 2.1 (1.1)

0.135

Cancer

18, 3.4 (0.9)

5, 1.5 (0.7)

13, 7.1 (2.3)

0.004

Hypertension

238, 55.9 (2.9)

149, 55.1 (3.6)

89, 57.4 (4.6)

0.694

Dyslipidemia

154, 40.0 (3.0)

94, 37.2 (3.3)

60, 45.2 (5.6)

0.211

61, 16.4 (2.0)

39, 16.6 (2.5)

22, 15.2 (3.5)

0.755

21, 5.7 (1.5)

13, 3.3 (1.0)

8, 10.2 (3.5)

0.008

173, 46.0 (2.9)

118, 49.1 (3.6)

55, 40.2 (4.6)

0.132

Drinking: ≥2/week

151, 40.5 (2.9)

102, 41.0 (3.4)

49, 39.6 (5.4)

0.825

Regular walking: no

256, 64.3 (2.9)

164, 65.5 (3.5)

92, 62.3 (5.1)

0.611

Strength exercise: ≤1/week

312, 76.8 (2.6)

209, 81.2 (3.0)

103, 68.6 (4.9)

0.029

Body mass index: ≥25 kg/m2

188, 45.5 (2.8)

122, 46.3 (3.6)

66, 43.8 (4.6)

0.680

Stress: yes

103, 26.2 (2.4)

76, 30.3 (3.2)

27, 18.6 (3.9)

0.035

Health screening: no

112, 28.2 (2.6)

74, 28.4 (3.1)

38, 27.7 (4.5)

0.899

Cancer screening: no

132, 33.9 (2.9)

91, 35.7 (3.8)

41, 30.5 (4.6)

0.397

Spouse: no
Medical history

Medication

Family history
Stroke
Ischemic heart disease
Diabetes

Treatment for diabetes
Insulin

39, 10.0 (1.6)

18, 7.4 (1.8)

21, 15.0 (3.4)

0.034

377, 98.2 (0.8)

245, 99.0 (0.7)

132, 96.4 (1.8)

0.164

37, 10.2 (1.9)

31, 13.7 (2.8)

6, 3.7 (1.6)

0.004

301, 74.6 (2.5)

206, 78.8 (2.9)

95, 66.6 (4.4)

0.016

Age at diabetes diagnosis (y)

48.7±0.7

49.0±0.8

48.3±1.1

0.565

Time lapse after diagnosis of diabetes (y)

11.0±0.5

8.9±0.5

13.1±1.0

<0.001

147.2±0.1

149.0±3.3

145.3±4.0

0.490

7.4±0.1

7.5±0.1

7.2±0.1

0.066

Oral hypoglycemic agent
Non-medical
Retinopathy screening: no

Fasting glucose (mg/dL)
HbA1c (%)
Secondhand smoke: yes

124, 33.6 (2.6)

82, 33.3 (3.2)

42, 34.0 (4.9)

0.918

Electronic cigarette: yes

68, 19.9 (2.6)

54, 24.1 (3.3)

14, 12.2 (4.3)

0.057

20.7±0.3

20.7±0.5

20.6±0.4

0.854

Age at starting smoking (y)

Values are presented as frequency, estimated percentage (standard error) or estimated mean±standard error, as appropriate.
P-values are derived from Student’s t-tests (means) or chi-square tests (propor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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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또는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경우와 조금, 또는 거의 느끼지 않

비약물요법 시행 여부를 조사하였고, 최근 1년 동안 당뇨병으로 인

는다고 응답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검진 수행 여부는 건강검진과 암

한 눈의 합병증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저검사를 시행하였

검진에 대하여 최근 2년 동안 받은 적이 있는지로 확인하였다.

는지를 확인하였다. 이외에도 당뇨병을 진단 받았던 만 나이, 당뇨

당뇨병 관련 특성으로는 현재 혈당 관리를 위해 받고 있는 치료

병 진단 이후 유병 기간, 공복혈당 및 당화혈색소 수치를 포함하였

방법으로 인슐린 주사, 경구 혈당강하제, 운동 및 식사요법과 같은

다. 흡연 관련 특성으로는 간접흡연 여부, 전자담배 사용, 흡연 시작

Table 2.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the association between persistent smoking and clinical variables before and after adjustment for age and sex
Unadjusted
Variable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Adjusted (age and sex)
P-value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P-value

Age (y)
≥70

0.494 (0.212–1.152)

0.102

0.472 (0.204–1.088)

0.078

60–69

0.626 (0.266–1.476)

0.283

0.621 (0.264–1.461)

0.274

50–59

1.165 (0.470–2.889)

0.740

1.192 (0.484–2.937)

0.702

<50

1 (reference)

1 (reference)

Sex: male

0.722 (0.311–1.679)

0.448

0.579 (0.253–1.327)

0.196

Education: ≤middle school

1.049 (0.634–1.736)

0.851

1.314 (0.750–2.303)

0.338

Lowest quintile

1.729 (0.791–3.777)

0.169

1.674 (0.732–3.830)

0.221

Middle

1.725 (0.838–3.550)

0.138

1.743 (0.809–3.754)

0.155

Household income

Highest quintile

1 (reference)

1 (reference)

Employment: no

0.768 (0.449–1.316)

0.336

0.963 (0.505–1.836)

0.908

Spouse: no

1.163 (0.608–2.227)

0.647

1.145 (0.568–2.310)

0.704

Stroke

0.597 (0.251–1.418)

0.241

0.592 (0.238–1.475)

0.259

Ischemic heart disease

0.974 (0.455–2.082)

0.945

1.300 (0.620–2.724)

0.486

Depression

2.470 (0.726–8.410)

0.147

2.283 (0.731–7.123)

0.154

Cancer

0.198 (0.059–0.672)

0.010

0.243 (0.080–0.744)

0.013

Hypertension

0.911 (0.571–1.452)

0.694

1.017 (0.611–1.693)

0.947

Dyslipidemia

0.720 (0.429–1.207)

0.211

0.678 (0.399–1.153)

0.151

Stroke

1.111 (0.573–2.152)

0.755

1.054 (0.525–2.117)

0.883

Ischemic heart disease

0.301 (0.118–0.767)

0.012

0.241 (0.092–0.632)

0.004

Diabetes

1.435 (0.895–2.300)

0.133

1.236 (0.750–2.035)

0.404

Drinking: ≥2/week

1.060 (0.631–1.782)

0.825

0.946 (0.540–1.658)

0.847

Regular walking: no

1.148 (0.674–1.955)

0.611

1.216 (0.703–2.103)

0.482

Strength exercise: ≤1/week

1.975 (1.064–3.665)

0.031

2.320 (1.218–4.419)

0.011

Body mass index: ≥25 kg/m2

1.105 (0.687–1.776)

0.680

1.029 (0.622–1.703)

0.910

Stress: yes

1.909 (1.042–3.497)

0.037

1.733 (0.941–3.190)

0.077

Health screening: no

1.035 (0.604–1.773)

0.899

1.124 (0.652–1.937)

0.674

Cancer screening: no

1.263 (0.734–2.175)

0.398

1.406 (0.803–2.462)

0.232

Insulin

0.453 (0.215–0.954)

0.037

0.496 (0.234–1.051)

0.067

Oral hypoglycemic agent

3.433 (0.541–21.783)

0.190

3.642 (0.489–27.106)

0.206

Non-medical

4.123 (1.469–11.570)

0.007

3.779 (1.354–10.542)

0.011

Retinopathy screening: no

1.865 (1.119–3.106)

0.017

1.922 (1.146–3.223)

0.013

Age at diabetes diagnosis, increase by 1 y

1.007 (0.984–1.029)

0.567

1.044 (1.013–1.077)

0.005

Time lapse after diagnosis of diabetes, increase by 1 y

0.944 (0.917–0.972)

<0.001

0.950 (0.921–0.979)

0.001

Fasting glucose, increase by 10 mg/dL

1.002 (0.997–1.007)

0.493

1.002 (0.996–1.007)

0.547

HbA1c, increase by 1%

1.188 (0.982–1.438)

0.076

1.177 (0.974–1.421)

0.091

Secondhand smoke: yes

0.973 (0.576–1.643)

0.918

0.857 (0.495–1.482)

0.579

Electronic cigarette: yes

2.288 (0.959–5.457)

0.062

2.073 (0.911–4.717)

0.082

Age at starting smoking, increase by 1 y

1.003 (0.972–1.035)

0.854

1.003 (0.964–1.043)

0.881

Medical history

Medication

Family history

Treatment for diabetes

Unadjusted, adjusted (age and sex) odds ratio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were estimated by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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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을 조사하였다. 간접흡연은 최근 일주일 동안 직장, 가정, 공공

당뇨병 진단 나이 1년 증가(오즈비, 1.044; 95% 신뢰구간, 1.013–1.077)

장소의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맡은 적이 있는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오즈비를 상승시켰고, 암의 과거력(오즈

에 대한 응답으로 평가하였고, 전자담배 사용 여부는 지금까지 전

비, 0.243; 95% 신뢰구간, 0.080–0.744), 허혈성 심질환의 가족력(오즈

자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조사하였다. 처음으

비, 0.241; 95% 신뢰구간, 0.092–0.632), 당뇨병 유병 기간 1년 증가(오

로 담배 한 개비를 다 피운 시기를 만 나이로 조사하여 흡연 시작

즈비, 0.950; 95% 신뢰구간, 0.921–0.979)의 경우 음의 연관성을 나타

연령으로 정의하였다.

내었다(Table 2).
나이 및 성별 변수와 함께 단변수 분석에서 P<0.1이었던 암 과거

3. 통계 분석

력, 허혈성 심질환의 가족력, 근력 운동, 스트레스, 인슐린 주사, 비

국민건강영양조사 표본 설계는 다단계 층화집락 표본 설계(multi-

약물요법, 안저검사, 당뇨병 유병 기간, 당화혈색소, 전자담배 사용

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를 이용하여 대상자를 추출하였으므

변수를 포함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암 과거력(오

로 자료분석 시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 이용지침

즈비, 0.322; 95% 신뢰구간, 0.116–0.889), 근력 운동 미실천(오즈비,

서에 따라 가중치와 복합표본 설계 내용이 반영되도록 분석하였다.

2.753; 95% 신뢰구간, 1.361–5.566), 스트레스(오즈비, 2.036; 95% 신

연구 대상자 중 지속 흡연자와 금연 실천자 사이에 일반적 특성의

뢰구간, 1.046–3.950), 비약물요법(오즈비, 6.814; 95% 신뢰구간,

차이를 비교하였는데, 범주형 변수에 대하여 가중치를 적용한 추정

1.661–27.957), 당뇨병 유병 기간(오즈비, 0.952; 95% 신뢰구간, 0.919–

빈도(%)와 표준오차로 표현하고 카이제곱검정 방법을 이용하여 교

0.987) 변수가 당뇨병 진단 이후 지속 흡연자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연속형 변수에 대하여 가중치를 적용한 평

연관성을 나타내었다(Table 3).

균과 표준오차로 표현하고 t-검정 방법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당뇨
병 진단 이후 지속적 흡연과 연관성 있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로지스

고찰

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오즈비(odds ratio)와 95% 신뢰구간
(confidence interval)으로 나타냈다. 나이와 성별 변수 외에 단변수 분

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된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

석에서 P<0.1인 변수들을 포함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을 구축

사 자료를 바탕으로 당뇨병 환자의 진단 후 지속적 흡연 및 금연 실

하였다. 통계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4.0 for Windows

천 여부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 건강 상

(IBM Corp., Armonk, NY, USA)를 이용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태 및 건강관련 행태, 당뇨병 관련 특성과 흡연 관련 특성을 포함하

P값 0.05 미만을 기준으로 하였다.
Table 3. Multivariate adjusted evaluation of the factors associated with
persistent smoking in Korean adults with diabetes

결과

Adjusted odds ratio
P-value
(95% confidence interval)

Variable

연구 대상자 411명 중 남성은 370명으로 92.0% (표준오차 1.5%)였
고, 지속 흡연자는 65.3%, 금연 실천자는 34.7%에 해당하였다. 지속
흡연자는 50대, 금연 실천자는 60대가 가장 많았으며, 성별의 차이
는 없었다. 지속 흡연자에 비해 금연 실천자에서 암의 과거력(P=

0.004), 허혈성 심질환의 가족력(P=0.008), 인슐린 주사 사용(P=0.034)
이 더 많았고, 당뇨병 유병 기간(P<0.001)이 더 길었다. 지속 흡연자
에서는 근력 운동 미실천(P=0.029), 스트레스(P=0.035), 당뇨병에 대
한 비약물요법(P=0.004), 안저검사 미시행(P=0.016)이 금연 실천자와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더 많았다(Table 1).
나이와 성별을 보정하여 지속 흡연자와 연관성 있는 요인을 살펴
보았을 때, 근력 운동 미실천(오즈비, 2.320; 95% 신뢰구간, 1.218–

4.419), 당뇨병에 대한 비약물요법(오즈비, 3.779; 95% 신뢰구간, 1.354–
10.542), 안저검사 미시행(오즈비, 1.922; 95% 신뢰구간, 1.146–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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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y)
≥70

1.287 (0.511–3.244)

0.591

60–69

1.130 (0.430–2.968)

0.803

50–59

1.972 (0.719–5.413)

0.186

<50

1 (reference)

Sex: male

0.754 (0.246–2.310)

0.619

Medical history: cancer

0.322 (0.116–0.889)

0.029

Family history: Ischemic heart disease

0.388 (0.105–1.438)

0.155

Strength exercise: ≤1/week

2.753 (1.361–5.566)

0.005

Stress: yes

2.036 (1.046–3.950)

0.036

Insulin treatment for diabetes

0.738 (0.288–1.893)

0.525

Non-medical treatment for diabetes

6.814 (1.661–27.957)

0.008

Retinopathy screening: no

1.579 (0.852–2.926)

0.146

Time lapse after diagnosis of diabetes,
increase by 1 y

0.952 (0.919–0.987)

0.007

HbA1c, increase by 1%

1.183 (0.969–1.444)

0.099

Electronic cigarette: yes

1.889 (0.764–4.674)

0.168

Adjusted odds ratio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were estimated using the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ith adjustment for all other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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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분석한 결과, 근력 운동을 주 1회 이하로 시행한 경우, 스트레스

는 흡연자와 금연 의지가 없는 흡연자 사이의 관련 요인을 비교한

를 많이 느낄수록, 당뇨병 관리를 비약물요법으로 하는 경우, 당뇨

선행 연구가 있었는데,21) 성별, 교육 수준, 결혼 여부 등이 유의한 관

병 유병 기간이 짧을수록 흡연을 지속할 위험이 높았으며, 암의 과

련성을 보였다. 하지만 금연 의지만으로는 금연 성공과 이어진다고

거력이 있는 경우 금연을 실천할 가능성이 높았다.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흡연 여부를 결과변수로 선정한 점이 본

암을 진단 받았을 경우 지속 흡연의 오즈비가 암이 없는 경우보

연구의 차별점이라 할 수 있다.

다 0.322배 낮았는데, 선행 연구에 의하면 국내에서 암 진단 후 흡연

연령이 흡연자의 금연의도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도 있었는

자의 불과 28%만이 흡연을 지속하고 있었고 니코틴 의존도도 낮아

데,22,23) 201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시행한 연구에 따

지는 경향을 보였다.11) 이는 암 진단 후 의사의 강력한 금연 권고, 암

르면, 연령이 높을수록 금연의도는 유의하게 낮아졌으며, 60세 이상

진행에 대한 우려 때문 등으로 볼 수 있다. 암 진단 후 지속 흡연자

조사 대상자들은 19–29세 대상자보다 금연의도가 0.5배 낮았다. 반

들의 흡연 이유는 생활 스트레스와 암의 치료 후 증상의 호전을 주

면, 다른 연구에서는 남성 흡연자들은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 흡연

로 들고 있어, 지속 흡연 여부의 오즈비는 비록 낮지만 장기적인 금

자들은 연령이 낮을수록 금연 성공률이 높다는 결과를 보였다.24)

연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전체의 92.0%, 지속 흡연자의 91.2%였

신체적 활동이 금연 욕구를 줄여주며,12) 금연 성공과 연관성이 있

음에도 연령이 금연 실천 여부와는 유의한 관련성이 있지 않았다.

다는 연구들이 있었으나,13) 금연 성공과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연구

하지만 성별을 나누어 분석할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이에 대

도 있었다.14) 일반적으로 금연 시 체중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는

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데,15) 신체적 활동을 통한 체중조절이 금연을 지속할 의지에 도움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단면연구이므로 변

준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당뇨병 환자의 금연 성공

수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국민건강영

여부와 걷기 운동은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으나, 근력 운동은 주 1회

양조사 자료를 이차적으로 분석한 연구로서 당뇨병 및 흡연과 관련

이하로 할 경우 주 2회 이상 할 경우보다 흡연을 지속할 오즈비가

된 변수들 중 유의한 항목들이 분석에 포함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2.753배 높았다. 신체적 활동을 종류나 강도 등 구체적으로 구분하

있다. 셋째, 당뇨병 진단 시기나 흡연 시작 연령 등과 같은 변수의 경

여 비교하고, 금연 기간 동안 체중변화와 금연 성공 여부가 관련이

우 개인의 오래된 기억에 의존해야 하여 정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해 보인다.

있으며, 일부 질문에 대하여 응답을 회피하거나 양호한 방향으로 답

스트레스가 흡연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선행 연구들도
16-18)

있었다.

한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낮은 군에 비해 중등도 스트

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여성의 비율이 10% 이내로 낮아 연
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제한점

16)

레스 군은 1.52배, 고도 스트레스 군은 2.34배 흡연율이 높았으며,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가 단위의 대표성이 있는 국민건강영양

본 연구에서도 스트레스가 높은 군의 오즈비가 2.036배 가량 높아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로써 일반화가 가능하고 신뢰도

스트레스와 지속 흡연과의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가 높다는 강점이 있으며, 혈당 관리 방법이 흡연 지속 여부와 관련

혈당 관리를 비약물요법으로 할 경우 흡연을 지속할 오즈비가

성이 있는지 살펴본 연구라는 점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6.814배 높았고, 당뇨병 유병 기간이 1년 증가할수록 지속 흡연의 오

결론적으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당뇨병 진단 후 지속 흡연

즈비가 0.952배 낮았다. 2018년 대한당뇨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30세

자들에 대한 금연 교육 시 해당되는 요인들을 주의 깊게 관리하며,

이상 당뇨병 환자의 치료율은 56.7%, 조절률은 25.1%에 불과했는

당뇨병 및 흡연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보다 세밀한 접근

10)

데, 이는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현재 혈당 조절 상태가 위험하지

방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금연 치료에 있어 대상자가 갖

않다고 느끼거나 당뇨병 합병증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

고 있는 건강 정보에 따라 보다 정교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

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은 상태로 당뇨병

련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19)

유병 기간이 길어질수록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당뇨병 초기부터, 특히 비약물요법을 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금연

요약

교육을 강조해야 한다. 금연과 마찬가지로 인슐린 치료 또한 체중
증가의 부작용이 있는데,20)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구배경: 흡연은 당뇨병 환자의 전체 사망률과 당뇨 합병증의 위

관련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험도를 높이지만, 당뇨병이 있는 흡연자들은 당뇨병 진단 이후에도

이전 연구에서 당뇨병이 있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 의지가 있
Korean J Fam Pract. 2020;10(5):386-392

흡연을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성인 당뇨병 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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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속 흡연 여부와 관련된 위험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방법: 제7차 국민건강영양조사(2016–2018) 자료를 바탕으로 265명의
지속 흡연자와 146명의 금연 실천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
자들은 당뇨 진단 시기부터 흡연을 하고 있었으며, 조사 시기의 흡
연 여부에 따라 두 군으로 나누었다. 지속 흡연 여부와 관련된 요인
들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결과: 조사 대상자 중 지속 흡연자의 비율은 65.3%였다. 다변량 로
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암 과거력(오즈비, 0.322; 95% 신뢰구간,

0.116–0.889), 근력 운동 미실천(오즈비, 2.753; 95% 신뢰구간, 1.361–
5.566), 스트레스(오즈비, 2.036; 95% 신뢰구간, 1.046–3.950), 비약물
당뇨 치료(오즈비, 6.814; 95% 신뢰구간, 1.661–27.957), 당뇨병 유병기
간(오즈비, 0.952; 95% 신뢰구간, 0.919–0.987) 등이 당뇨병 환자의 지
속 흡연 여부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결론: 국내 당뇨병 환자의 지속 흡연과 관련된 위험 요인을 파악함
으로써 효과적인 금연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심단어: 당뇨병; 흡연; 금연; 국민건강영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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