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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hand Smoke Exposure and Dysglycemia
Su-Jin Bak1, Hyo-Jin Sa1, Eun-Jung Oh2,*, Hyuk-Jung Kweon2, Kyoung-Jin Kim1, Jinyoung Shin1, Jae-Kyung Cho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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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the exposure to secondhand smoke (SHS) and dysglycemia.
Methods: This cross-sectional study included a total of 4,417 adults (1,103 with SHS exposure, 3,314 without it) aged 19 years old or older, using data
from the 7th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Exposure to SHS at home and/or at workplace and/or public space was
assessed by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and corroborated by urine cotinine levels. In addition, the SHS group subjects were subdivided into five
groups according to the urine cotinine level. The associations between SHS and dysglycemia (fasting blood glucose ≥100 mg/dL or HbA1c ≥5.7%)
were examined us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Results: After adjusting for covariates, the SHS group showed higher odds ratio for dysglycemia than the non-exposed SHS group, although the
relationship was not significant (odds ratio, 1.176; 95% confidence interval, 0.985–1.405; P=0.074). The SHS group showed a higher fasting plasma
glucose level in men than the non-exposed group (odds ratio, 1.274; 95% confidence interval, 1.014–1.600; P=0.038). In addition, the risk of
dysglycemia was high in subgroups of higher urine cotinine concentration in the SHS group.
Conclusion: Dysglycemia is correlated with the degree of exposure to secondhand smoke.
Keywords: Secondhand Smoke; Glucose; Dysglycemia; Urine Cotinine

이 마시게 된다.9) 따라서 이러한 간접흡연 노출을 막기 위한 여러 정

서론

책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 WHO 2017 세계흡연실태보고서10)에 따르
직접흡연은 심혈관질환 및 뇌혈관질환 등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1,2)

알려져 있으며,

간접흡연도 호흡기계질환, 천식, 중이염, 영아급사
3-8)

면 우리나라는 2017년 평가에서 ‘담배연기로부터 보호’ 항목에서 적
극적 이행 개선이 요구된다고 평가 받았다. 우리나라는 보건시설,

간

교육시설, 실내 사무실 및 작업장, 식당, 커피숍, 대중교통 등 비교적

접흡연이란, 비흡연자가 다른 사람이 피운 담배연기를 간접적으로

많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WHO는 해당 공공장소

흡입하는 것을 말한다. 간접흡연자는 흡연자가 태우는 담배 끝에서

에서 일부 흡연구역을 허용하지 않는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

나오는 생담배연기(부류연)를 주로 들이마시게 되므로, 흡연자가 들

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간접흡연 노출을 막기 위한 여러 정책들

이마신 후 내뿜는 연기(주류연)에 비해 필터를 거치지 않고 불완전

은 직접흡연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

연소가 이루어진 타르, 니코틴, 발암물질이 포함된 연기를 보다 많

심도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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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후군,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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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건강문제들 외에도 직접 흡연이 당뇨병의 유병률을
11-13)

2. 당뇨병 전단계 및 당뇨병의 정의

흡연자에서

혈당 이상은 당뇨병 전단계 및 당뇨병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정의

14)

당뇨병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메커니즘으로 몇 가지 가설이 있다.

하였다. ADA 진단 기준22)에 따라 당뇨병 전단계의 정의는 공복혈당

첫 번째는 간접흡연이 직접 흡연과 마찬가지로 산화 스트레스

이 100–125 mg/dL, 그리고 당화혈색소(HbA1c) 5.7%–6.4%로 정하였

(oxidative stress) 및 전신 염증반응(systemic inflammation), 그리고 내

으며, 당뇨병의 정의는 공복혈당이 126 mg/dL 이상이거나 HbA1c

피세포이상(endothelial dysfunction)에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보인다

6.5% 이상으로 정하였다.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는 것이었다. 두 번째 가설은 흡연이 직접적으로 췌장의 베타세포
(β-cell)의 기능에 영향을 주고, 만성적인 췌장의 염증을 유발한다는

3. 사회인구학적 요인

점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가설은 직접흡연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에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을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었으며,

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국내외에서 간접흡연의 노출

소득 수준은 월 평균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하, 중하에 해당하는

이 혈당조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국외 연구

그룹과 중상, 상에 해당하는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당뇨병 가

인 CARDIA study15)에서는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직접흡연 및 간접

족력은 부, 모 또는 형제자매 중 당뇨병 진단을 받은 사람이 있는 사

흡연이 포도당 불내성(glucose intolerance)에 영향을 미치며, 그 위험

람으로 정의하였다.

성은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은 비흡연자와 직접흡연자의 중간이라
고 보고하였다. 또한 간접흡연이 비만과 관련이 있으며, 혈당 지표

4. 생활습관

를 더 악화시킨다는 국외 연구가 있었으며,16) 다른 연구에서는 젊은

음주는 일주일에 2회 이상 자주 마시는 그룹과 아닌 그룹으로 분

성인에서 직접흡연 및 간접흡연이 포도당 불내성(glucose intolerance)

류하였다. 신체활동은 국제신체활동량질문지(International Physical

을 일으키는 데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17) 국내 연구에서는 당뇨

Activity Questionnaires) 점수 환산법에 근거하였으며,23,24) 신체활동량

환자에서 간접흡연의 노출이 혈당조절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은 metabolic equivalent task minutes (MET-min) 점수로 구하였다. 일

있었다. 그러나 당뇨환자가 아닌 성인을 포함한 국내연구와 간접흡

주일간 걷기 일수, 걷기 지속 시간에 걷기의 경우 3.3, 중등도 신체

연 노출 정도에 따른 혈당 이상(dysglycemia)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

활동의 경우 4, 격렬한 신체활동의 경우 8을 곱하였으며, 일주일간

족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의 총 신체활동량은 각각의 경우를 합산해 MET-min/wk를 산출하

18)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간접흡연 노출

였다. Physical active group은 600 MET-min/wk 이상인 군으로 정하

유무 및 요중 코티닌 농도로 대변되는 간접흡연 노출 정도에 따른

였으며, 600 MET-min/wk 이하인 군을 Physical inactive group으로 정

혈당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하였다.
에너지 섭취량은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조사된 일평균 에너지
섭취량으로 정하였으며, 과체중군은 체질량지수 25 kg/m2 이상으로

방법

정의하였고, 복부비만은 남성은 복부둘레 90 cm 이상, 여성은 85

cm 이상으로 정의하였다.25)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2016년 자료를 분석하여 진행
되었다. 이 중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간접흡연에 노출된 적이 있는
가’란 문항에 답을 한 사람들 중, 직접 또는 과거흡연자와 요중 코티
닌이 100 ng/mL 이상인 경우(직접흡연자로 간주)

19-21)

5. 분석방법

간접흡연 노출 여부에 따른 혈당조절을 살펴보기 위해 두 그룹

및 주요 혈액검

간의 일반적 특성 및 당화혈색소, 공복혈당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사에 결측값이 있는 경우는 배제하였다. 참가자들은 간접흡연 노출

지 검증하고자 범주형 자료에 대해서는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

여부에 따라 가정 또는 직장 또는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된

고, 연속형 자료에 대해서는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간

적이 있는 사람들을 간접흡연군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노출

접흡연 노출과 혈당 이상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당화혈색소 및

군으로 나누었다. 그 결과 총 4,417명(간접흡연 노출군 1,103명, 간접

공복혈당 각각을 기준으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

흡연 비노출군 3,314명)이 최종 대상군으로 선정되었다.

며, 성별에 따른 하위그룹으로 나누어서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간접흡연 노출군에서 요중 코티닌 농도와 혈
당 이상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간접흡연 노출군을 요중 코티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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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에 따라 5분위한 그룹에서 요중 코티닌 농도가 낮은 하위그룹

으로 혈당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1,699명(38.50%), 공복혈당 기

(1st quintile group, reference group)과 비교하여 상위 그룹(2nd, 3rd,

준으로는 1,615명(36.60%)이었다.

4th, 5th quintile)에서의 혈당 이상과의 관련성을 보기 위하여 로지스

간접흡연 노출 여부에 따라 분석한 결과 성별, 나이, 결혼 여부,

틱 회귀분석으로 시행하였다. P값이 0.05 미만인 경우 통계적으로

교육수준, 소득수준, 음주, 일평균 에너지섭취량, 혈압, 당화혈색소,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통계 프로그램은 IBM SPSS Statistics

요중 코티닌 농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간접흡연 노출

ver. 24.0 (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군의 평균 연령이 48.88세로, 간접흡연 비노출군의 연령보다 4살가
량 유의하게 낮았다. 공복혈당은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
나 당화혈색소는 간접흡연 노출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5.66%±

결과

0.82% vs. 5.72%±0.82%). 또한 간접흡연의 지표인 요중 코티닌 농도
는 간접흡연 노출군에서 3.12 ng/mL로 간접흡연 비노출군에 비해

1. 연구대상자 특성

총 4,417명을 대상으로 간접흡연 노출 여부에 따라 두 그룹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그 외 월평균 가구소득 및 일평균 에너지섭취량은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간접흡연 노출군은 24.97% (1,103명)이었고,

간접흡연 노출군이 높았으나 교육수준은 간접흡연 비노출군이 높

간접흡연 비노출군은 75.02% (3,314명)로 대부분이 비노출군에 해당

았다(Table 1).

되었다. 또한 대상 인구 중 남자는 1,551명(35.11%), 여자는 2,866명
(64.88%)이었으며, 총 대상인구의 평균 연령은 52.14세였으며, HbA1c

2. 간접흡연 노출과 혈당 이상

는 5.70%, 공복혈당(fasting blood glucose)은 101.46 mg/dL였으며, 요

간접흡연 노출에 따른 혈당 이상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로

중 코티닌 농도는 2.37 ng/mL였다. 총 대상인구 중 당화혈색소 기준

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당화혈색소와 공복혈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

Non-exposed group (n=3,314)

Secondhand Smoking group (n=1,103)

Male

1,064 (32.1)

487 (44.2)

Female

2,250 (67.9)

P-value
<0.001

Sex

Age (y)

53.23±16.79

Under high school graduate

1,144 (35.4)

Monthly money income (10,000 KRW)
Low money income

404.07±311.94
1,475 (44.6)

616 (55.8)
48.88±15.89

<0.001

298 (27.8)

<0.001

427.87±317.02

0.029

443 (40.3)

≥Twice a week

2,821 (85.1)

840 (76.2)

<Twice a week

492 (14.9)

263 (23.8)

Physical inactivity

1,613 (48.7)

508 (46.1)

776 (23.4)

276 (25.0)

Diabetes family history
Daily energy intake (kcal/d)

0.012
<0.001

Alcohol drinking

0.132
0.278
<0.001

1,847.82±793.31

2,014.95±901.76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119.12±16.72

118.00±15.90

0.046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74.54±9.65

75.70±10.15

0.001

Waist circumference (cm)

82.39±10.03

82.53±10.08

0.679

Central obesity

1,052 (31.8)

327 (29.7)

0.209

BMI (kg/m2)

23.93±3.47

23.96±3.47

0.853

Overweight, BMI≥25

1,127 (34.0)

394 (35.9)

0.271

101.66±25.82

100.87±25.26

0.378

5.72±0.82

5.66±0.82

0.040

192.76±37.22

193.80±37.50

0.424

52.01±13.02

52.64±13.05

0.166

Triglyceride (mg/dL)

128.79±102.91

133.79±110.90

0.187

Low density lipoprotein (mg/dL)

115.00±33.89

114.41±34.06

0.617

3.12±10.49

0.005

Fasting blood glucose (mg/dL)
HbA1c (%)
Total cholesterol (mg/dL)
High density lipoprotein (mg/dL)

Urine cotinine (ng/mL)

2.12±9.26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an±standard error.
BMI, body mass index.
P-value was calculated by chi-square test for binary outcomes or independent sample t-test for continuous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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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혈당 이상 유병률의 유의한 차이가

나이 및 사회인구학적 요인을 고려한 model 1–3에서 간접흡연 노출

있는지 비교해보았다(Table 2).

군이 간접흡연 비노출군에 비해서 혈당 이상 유병률의 위험이 높게

당화혈색소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보정하지 않은 모델에서 혈당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성별을 나누어 분석하

이상 유병률의 위험성은 간접흡연 노출군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하

였을 때, 남성에서는 나이와 성별을 보정한 model 1에서 간접흡연

지만 성별, 나이 및 사회인구학적 요인을 고려한 model 1–3에서는 간

노출군이 간접흡연 비노출군에 비해서 혈당 이상 유병률의 위험성

접흡연 노출군에서 혈당 이상 유병률의 위험성이 더 높게 나타나는

이 1.274배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odds ratio,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성별을

1.274; 95% confidence interval, 1.014–1.600).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 여성에서는 보정하지 않은 모델에서 간접흡
연 노출군이 혈당 이상 유병률의 위험이 0.829배였으며, 이는 통계

3. 간접흡연 노출 정도(요중 코티닌 농도)와 혈당 이상

적으로 유의하였다(odds ratio, 0.829; 95% confidence interval, 0.688–

간접흡연 노출 정도에 따른 혈당 이상 유병률의 위험성을 알아보

0.998). 그러나 전체 및 남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성별, 나이 및 사회인

기 위해 요중코티닌 농도를 설명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구학적 요인을 고려한 model 1–3에서는 간접흡연 노출군이 혈당 이

시행하였다. 우선 간접흡연 노출군을 요중 코티닌 농도를 기준으로

상 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

5분위로 나누었으며, 1st quintile group (Reference group)은 요중 코티

았다.

닌 농도가 0.300 ng/mL 이하였으며, 2nd quintile group은 0.301–0.525

ng/mL, 3rd quintile group은 0.526–0.812 ng/mL, 4th quintile group은

공복혈당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에는 보정하지 않은 모델 및 성별,

Table 2. Relationship between secondhand smoking and dysglycemia
Odds ratio (P-value, 95% confidence interval) for dysglycemia
Unadjusted

Model 1

Model 2

Model 3

Total (n=4,417)

0.873 (0.061, 0.758–1.006)

1.159 (0.067, 0.990–1.359)

1.166 (0.089, 0.977–1.391)

1.173 (0.080, 0.981–1.401)

Male (n=1,551)

0.927 (0.504, 0.744–1.156)

1.165 (0.212, 0.917–1.479)

1.209 (0.171, 0.921–1.587)

1.239 (0.126, 0.941–1.631)

Female (n=2,866)

0.829 (0.048, 0.688–0.998)

1.146 (0.206, 0.928–1.415)

1.138 (0.274, 0.902–1.436)

1.134 (0.293, 0.897–1.435)

Total (n=4,417)

1.009 (0.902, 0.876–1.162)

1.149 (0.076, 0.986–1.338)

1.088 (0.334, 0.917–1.292)

1.098 (0.293, 0.923–1.306)

Male (n=1,551)

1.059 (0.602, 0.854–1.313)

1.274 (0.038, 1.014–1.600)

1.199 (0.166, 0.927–1.550)

1.212 (0.149, 0.934–1.573)

Female (n=2,866)

0.845 (0.091, 0.695–1.027)

1.054 (0.620, 0.856–1.297)

1.008 (0.945, 0.799–1.272)

1.015 (0.902, 0.802–1.285)

HbA1c

Fasting blood glucose

Model 1 was adjusted for age, sex. Model 2 was adjusted for variables of model 1 plus alcohol intake, physical activity, daily energy intake, central obesity, overweight.
Model 3 was adjusted for variables of model 2 plus education, income.
P-value and odds ratio was calculated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urine cotinine level and dysglycemia in secondhand smoking group
Urine cotinine quintile group
1sta
(n=213)

2nd
(n=219)

3rd
(n=221)

4th
(n=224)

5th
(n=226)

HbA1c
Unadjusted

1

0.848 (0.414, 0.570–1.260)

0.944 (0.774, 0.638–1.397)

1.058 (0.774, 0.718–1.560)

1.043 (0.830, 0.708–1.537)

Model 1

1

0.888 (0.594, 0.573–1.375)

0.901 (0.636, 0.585–1.387)

0.985 (0.945, 0.643–1.508)

1.091 (0.691, 0.711–1.674)

Model 2

1

1.336 (0.248, 0.818–2.183)

1.043 (0.866, 0.639–1.703)

1.037 (0.884, 0.635–1.693)

1.348 (0.243, 0.816–2.225)

Model 3

1

1.501 (0.112, 0.910–2.476)

1.147 (0.588, 0.697–1.888)

1.088 (0.740, 0.663–1.785)

1.418 (0.182, 0.849–2.370)

Fasting blood glucose
Unadjusted

1

1.240 (0.298, 0.827–1.860)

1.575 (0.026, 1.057–2.348)

1.659 (0.012, 1.116–2.468)

1.490 (0.049, 1.001–2.219)

Model 1

1

1.258 (0.311, 0.807–1.959)

1.507 (0.064, 0.976–2.328)

1.585 (0.035, 1.032–2.435)

1.550 (0.047, 1.006–2.389)

Model 2

1

1.512 (0.101, 0.922–2.480)

1.583 (0.063, 0.975–2.572)

1.546 (0.079, 0.951–2.512)

1.653 (0.047, 1.006–2.717)

Model 3

1

1.620 (0.063, 0.973–2.696)

1.700 (0.036, 1.034–2.793)

1.677 (0.040, 1.023–2.747)

1.915 (0.013, 1.149–3.190)

Values are presenteted for odds ratio (P-value, 95% confidence interval) for dysglycemia.
1st quintile group was reference group.
Model 1 was adjusted for age, sex. Model 2 was adjusted for variables of model 1 plus alcohol intake, physical activity, daily energy intake, central obesity, overweight.
Model 3 was adjusted for variables of model 2 plus education,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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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3–1.674 ng/mL, 5th quintile group은 1.675–99.600 ng/mL로 분류

연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간접흡연의 노출 정도에 따라서 혈당

하였다.

이상 유병률의 위험성이 증가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요중 코티닌 농

공복혈당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보정하지 않은 모델에서 혈당 이

도가 100 ng/mL 이상인 사람은 직접흡연자로 간주하여 배제하였으

상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이 보였으며, 2nd quintile group을 제외한

므로 그 효과가 낮게 나타났을 수 있다. 또한 기존 연구는 4년 동안

나머지 그룹에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연령과 성별, 인구사

추적 관찰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로, 대상군이 연구 기간 동안 지속

회학적 요인을 보정한 model 2와 3에서는 2nd, 3rd quintile group을

적으로 간접흡연에 노출이 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단면연구이고,

제외한 나머지 그룹들에서 요중 코티닌 농도가 커질수록 혈당 이상

대상군 또한 직장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 노출된 사람

의 발생할 위험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

도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직장과는 다르게 공공장소에서

으로 유의한 결과였다(Table 3).

의 간접흡연 노출은 지속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Lajous 등27)은 37,000여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15년 동안 시행
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 부모 중 흡연자가 있는 여성이 부모 중

고찰

흡연자가 없는 여성에 비해 2형 당뇨병의 발생 위험이 18% 이상 높
본 논문에서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가정, 직장, 공공

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으며, 간접흡연에 하루에 4시간 이상 노출

장소에서 간접흡연 노출 및 요중 코티닌 농도로 대변되는 간접흡연

될 경우 2형 당뇨병의 발생이 노출되지 않은 사람에 비해 36% 이상

노출 정도와 혈당 이상과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또 다른 연구인 Zhang 등14)이 10만명의 여

본 연구에서는 간접흡연 노출군 중 특히 남성에서 비노출군에 비

성을 대상으로 24년간 추적 관찰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 간접흡

해 공복혈당 수치가 높았으며, 혈당 이상 유병률의 위험은 간접흡연

연에 노출되지 않은 여성에 비해 2형 당뇨병의 발생 위험이 간접흡

군 내에서도 요중 코티닌 농도가 높은 군에서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

연에 우연히 노출된 여성은 10%, 정기적으로 간접흡연에 노출된 여
성은 16%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

었다.
당화혈색소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보정하지 않은 모델에서는 간

하지는 않았지만 이전 연구들과 비슷한 결과가 보였는데, 여성에서

접흡연 노출군에서 혈당장애의 위험성이 오히려 더 낮게 나타났다.

당화혈색소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13%–15%의 혈당 이상 유병률 위

이는 나이, 성별 등 당뇨병의 위험인자들이 간접흡연 노출군과 간접

험성이 증가하였다.

흡연 비노출군에서 차이를 보였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나이,

따라서 본 연구 결과와 기존의 다른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미

성별, 사회인구학적 요인을 보정한 모델에서는 간접흡연 노출군이

루어 볼 때, 간접흡연과 당뇨병 전단계 및 당뇨병의 발생 위험과의

간접흡연 비노출군에 비해 혈당 이상의 유병률의 위험이 더 높게 나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며, 간접흡연에 노출된 정도가 심할수록 그 위

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요중 코티닌 농도에 따른 혈당 이상의 위

험성 역시 크다고 생각된다.

험성을 본 연구에서 요중 코티닌 농도가 높은 그룹일수록 공복혈당

본 연구는 가장 최근의 국민건강자료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는

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요중 코티닌 농도가 높은 그룹일수록 혈

점이 장점이지만, 몇 가지 제한점도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국민건강

당 이상의 위험성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특히 요중 코티

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한 연구로 간접흡연의 노출 여부만을 알 수 있

닌 농도가 가장 높은 5th quintile group은 잠재요인을 보정한 것과

을 뿐, 노출 시간 및 기간에 따른 노출 강도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

관계없이 모든 모델에서 1st quintile group에 비해 약 1.5배에서 2배

었으며, 자가보고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직접흡연자를 배

가량 그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

제하기 위하여 자가보고와 상관없이 요중 코티닌이 100 ng/mL 이상

의한 결과였다(P<0.05).

인 경우를 직접 흡연자로 간주하였는데, 이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흡연과 혈당조절에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

아닌 기존의 다른 연구 결과를 참고한 수치로 이에 대해서 좀 더 보

를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 가정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된 경우

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당화혈색소를 기준으로 한 간접흡연 노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8년 Hayashino

출에 따른 혈당 이상 유병률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

18)

등 은 직장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된 군에서 당뇨병이 발병할 위험

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는데, 당화혈색소는 3개월 동안의 혈당을 평

성이 간접흡연 비노출군보다 1.81배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가하게 되므로 지속적으로 장시간 간접흡연에 노출되어야 당화혈색

본 연구에서는 혈당 이상 유병률의 위험성이 이보다 낮게 나타났는

소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몇 가지 가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본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간접흡연에 노출된 시간과 양이 많을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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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연구배경: 본 연구는 간접흡연 노출과 혈당 이상(dysglycemia)과의
연관성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제7차 국민건강영양조사(2016)의 데이터를 이용하
여 19세 이상의 성인 4,417명(간접흡연 노출군 1,103명, 간접흡연 비
노출군 3,314명)을 대상으로 한 단면연구로 진행되었다. 간접흡연 노
출은 가정, 직장,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에 노출이 된 적이 있는지
에 대한 설문과 요중 코티닌 농도로 확인되었다. 또한 간접흡연군을
요중 코티닌 농도에 따른 5분위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간접흡연
노출과 혈당 이상(공복혈당≥100 mg/dL 혹은 당화혈색소≥5.7%)간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본 연구에서 여러 교란변수들을 보정한 모델에서 간접흡연
노출군은 간접흡연 비노출군에 비해 혈당 이상의 오즈비가 높게 나
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odds ratio, 1.176; 95%

confidence interval, 0.985–1.405; P=0.074). 남성에서 간접흡연 노출군
은 간접흡연 비노출군에 비해 공복혈당이 더 높게 나타났다(odds

ratio, 1.274; 95% confidence interval, 1.014–1.600). 간접흡연 노출군에
서 요중 코티닌 농도가 더 높은 하위그룹에서 혈당 이상의 위험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

결론: 간접흡연에 노출된 정도가 심할수록 혈당 이상의 위험성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중심단어: 간접흡연; 혈당; 혈당 이상; 요중 코티닌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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