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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흡연과 심뇌혈관질환의 관련성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4기 및 제 5기 자료를 중심으로-

김혜원

보건학과 보건정책관리전공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본 연구는 흡연과 심뇌혈관질환의 관련성을 사회경제적 요인

및 스트레스와 수면 시간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자료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4기 및 제 5기 1차 자료를 중심으로

하였고, 연구 대상은 국민건강영양조사 건강설문조사에 참여한

19세 이상 우리나라 성인 25,668명으로 하였다. 분석 모형은 건강

설문조사 내 인구사회적 특성, 건강 상태 특성, 건강 행태 특성을

단계적으로 보정한 4단계 모형을 이용하여 흡연과 뇌졸중의 관련

성 및 흡연과 심근경색증의 관련성을 보고자 하였다. 분석 방법

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빈도

및 백분율, 상관관계, 오즈비(OR: Odds Ratio)를 각각 구하였다.

연구 결과, 뇌졸중과 심근경색증 진단자는 대상자 전체와 비교

하여 60-79세,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았고, 남성과 여성, 흡연자와 비 흡연자의

비율 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심근경색증의 경우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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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성보다 조금 더 많았다. 또한, 흡연만으로도 심뇌혈관질환

위험은 2배 가까이 높아졌다. 뇌졸중은 낮은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 스트레스를 거의 느끼지 않을 때, 그리고 8시간 이상의 수

면 시간에서 흡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유병 위험이 가장 높았

고, 심근경색증은 중졸의 교육 수준과 중상의 소득 수준, 스트레

스를 많이 느낄 때, 그리고 6시간 이하의 수면 시간에서 흡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유병 위험이 가장 높았다.

본 연구를 통해 스트레스와 수면 시간은 심뇌혈관질환 유병과

관련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와 관련해 스트레스 대처 능

력 향상과 적정 수면 시간 유지가 심뇌혈관질환의 효과적인 예방

방안의 하나로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심뇌혈관질환과 관련하

여 사회경제적 요인 및 스트레스와 수면 시간에 중점을 둔 국내

연구는 많지 않으므로, 본 연구는 보다 효과적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해 다양한 위험 요인을 통합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건전한 건강 행태를 위한 보건 교육

적 중재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인구 집단에 대한 보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더불어, 비 흡연자뿐 아니라 흡

연자 감소를 위한 금연 운동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두어 보다 포

괄적인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흡연, 심뇌혈관질환, 관련성, 사회경제적 요인, 스트레

스, 수면 시간

학번: 2009-2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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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심뇌혈관질환은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증, 협심증), 심부전

증 등의 심장질환과 뇌졸중(뇌출혈, 뇌경색)등의 뇌혈관질환, 그

리고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등의

선행 질환을 총칭한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이 중 허혈성 심장

질환과 뇌혈관질환은 각각 전 세계 사망 원인의 1, 2위를 차지하

고(WHO, 2008), 이들 질환의 80%는 예방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은 암에 뒤이어

각각 사망 원인 2, 3위로서 심근경색증이나 협심증과 같은 허혈

성 심장질환은 1980년대 이래 사망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

고,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고는 있

으나(통계청, 2012), OECD 국가 중에서는 매우 높은 편에 속한

다(WHO, 2004). 한편,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남녀의 3분의 1은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심뇌혈관질환은 일단 발생하면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를 유발

하여, 개인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심뇌혈관

질환 발생은 질병 부담 측면에서 중요한 보건 문제로 대두되며,

선행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등이 적절한 시점에서 올바른 관리를 통해 예방될 수 있다면 심

뇌혈관질환의 경제적 질병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질병관리본

부, 2011)는 점에서, 예방 가능한 발병 원인을 파악하고 인구 집

단에 대해 적절히 중재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중요하다. 심뇌혈

관질환의 발생에는 연령, 성별, 인종, 가족력과 같은 비가역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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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관계하고 있지만 흡연, 음주, 영양, 운동 등의 생활 습관 요

인이 더욱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이는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선행 질환을 일으킴으로써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

는 데 기여한다(강은정, 2007).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로 인해 매년 5백만 여 명이 사망

하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2000년에 세계 흡연 관련 사망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질병은 심혈관계질환으로 나타났다(이은하 등,

2010). 한편, 흡연으로 인한 한국 성인의 사망 추이는 매년 증가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잠재 수명 손실 연수도 연도별로 지속적으

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남성 흡연율이 세

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므로(김혜련, 2007),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에 있어

흡연과 관련된 다양한 위험 요인에 대한 인식 증가와 지속적인

보건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흡연과 관련하여 심뇌혈관질환을 다룬 국내외 연구들은 사회경

제적 · 심리적 위험 요인, 건강 상태 및 건강 행태적 위험 요인,

그리고 생물학적 건강 영향 등을 주로 분석하여 왔고, 국내 연구

에서는 이 중 사회경제적 · 심리적 위험 요인을 동시에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사회경제적 요인 및 스트레스

와 수면 시간을 모두 고려하여 흡연과 관련된 심혈관질환과 뇌혈

관질환을 동시에 다룬 경우는 현재까지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

는 심뇌혈관질환의 위험 요인 중 사회경제적 요인 및 스트레스와

수면 시간이 반영된 건강 상태 및 건강 행태 요인이 흡연과 심뇌

혈관질환의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우

리나라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최근 4개년도 국가 자료를 이용

하여 심뇌혈관질환 발생 예방을 위한 보건 교육적 기초 자료와

정책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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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흡연과 심뇌혈관질환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2)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흡연과 심뇌혈관질환의 관련성을 교

육 수준, 소득 수준 및 직업을 중심으로 파악한다.

3) 건강 상태 특성에 따른 흡연과 심뇌혈관질환의 관련성을 고

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협심증을 중심으로 파악한다.

4) 건강 행태 특성에 따른 흡연과 심뇌혈관질환의 관련성을 스

트레스와 수면 시간을 중심으로 파악한다.

5) 연구 결과의 함의를 뇌졸중과 심근경색증 간 비교를 중심으

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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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고찰

2.1. 흡연

흡연은 단일 요소로 국민 건강에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위험

요인이며, 또한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망 원인이다(맹광호,

1998). 담배는 니코틴, 석탄산, 카드뮴, 아클로레인, 벤조피린, 청

산화합물, 부탄가스,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타르, 유화수소, 비소

등 4000여종의 화학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로 인한 피해는 엄

청나다. 흡연을 하면 니코틴에 의해 말초혈관이 수축되어 맥박과

혈압이 상승하고, 콜레스테롤이 증가되어 동맥경화증이 악화되며,

심장과 뇌에 산소 공급 부족을 초래하여 심근경색증, 협심증, 뇌

경색 등을 유발한다(Kuller 등, 1991). 또한 담배는 만성기관지염,

천식, 위궤양, 폐기종, 폐암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이상

업 등, 2005).

흡연에 의한 질병 발생 및 사망은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비뿐

아니라 질병 치료 기간 및 조기 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등

국가에 직 ․ 간접적인 사회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담배로 인

한 경제적 손실은 약 6조원에 이르고(이상업 등, 2005), 간접흡연

에 의한 질병 및 사망까지 고려하면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은 현재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김수정 등, 2008). 1980년

79.3%로 최고점에 달하던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은 점차 감

소하여 2010년 39.6%에 이르렀으나, 이는 OECD 평균인 28.4%보

다 여전히 높고(송태민, 2011), 19세 이상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감소하는 반면 40세 이하 여성의 흡연율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서미경, 2011), 향후 남성 흡연율 감소 유지뿐 아니라 여성

흡연율 증가에 대한 예방도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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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흡연은 사회계층별 격차가 큰 대표적인 건강 행태로서 25

∼64세에서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육체적

노동자에서 흡연율이 높은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남녀 모두

흡연율에서의 교육 수준, 소득 수준 및 직업 간 불평등이 존재한

다(김혜련, 2007). 또한, 흡연은 건강 상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흡연할 경우 고혈압이 발생할 확률은 남성이 16.9%, 여성이

27.6%로 증가하여 흡연은 고혈압 발생의 유의한 예측 인자가 될

수 있고(Kaneko 등, 2012), 체내 인슐린 작용에 영향을 주어 당

뇨병으로 인한 흡연자의 사망 위험은 비 흡연자의 약 2배가 된다

(Mühlhauser, 1994). 그뿐 아니라 흡연 시 증가된 콜레스테롤은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작용을 하고(Craig 등, 1989), 심뇌

혈관질환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다(Vidrine 등, 2009).

35세 남성이 금연을 할 경우 평균 수명이 0.7년 늘어나고(T

sevat 등, 1991), 금연은 심뇌혈관의 건강을 증진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므로(Vidrine 등, 2009), 비

흡연자에 대한 흡연 예방뿐 아니라 흡연자에 대한 금연이 심뇌혈

관질환 예방을 위한 중재로서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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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심뇌혈관질환

심뇌혈관질환은 심혈관질환과 뇌혈관질환을 포괄하기 위한 용

어로써 보통 뇌졸중과 허혈성 심장질환을 의미한다(조성일 등,

2007). 대표적인 뇌혈관질환인 뇌졸중(CVA: CerebroVascular

Accident, stroke)은 뇌혈관 장애로 인한 질환 및 사고의 총칭으

로, 크게 뇌출혈(cerebral hemorrhage)과 뇌경색(cerebral

infarction)으로 분류할 수 있다(조은영 등, 1999). 뇌졸중은 일반

적으로 중년기 이후 노년층에서 주로 발생하나 45세까지의 청장

년층에서도 드물지 않게 발생하며, 그 빈도는 보고마다 차이는

있지만 3.7%∼30%까지로 알려져 있다(Bevan 등, 1990; Koul 등,

1990).

뇌졸중은 의식 장애와 함께 신체 마비와 감각 장애를 일으켜

기능 상실을 초래한다(서문자 등, 1993). 또한, 생존자의 2/3가량

에서 만성적 건강 문제가 나타나고 추리력과 기억력 손상 및 정

서적 장애가 동반된다(김귀분 등, 2001). 뇌졸중은 적극적인 치료

로도 예후가 불량하여 사망하지 않더라도 사회생활에 복귀가 가

능한 정도의 기능 회복이 많지 않으므로, 뇌졸중으로 인한 장애

와 사망을 감소시키는 데에는 예방이 가장 효과적이고(배희준

등, 2002), 적절한 예방을 위해서는 뇌졸중의 위험 요인을 찾아내

어 이를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정하윤, 2009). 뇌졸중의

위험 요인은 크게 생의학적 요인과 행동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

는데, 생의학적 요인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 등이

있고, 행동적 요인으로는 흡연, 과음, 비만, 운동 부족 등이 있다.

이중 행동적 요인은 장기간 습관화되어 있는 것으로, 개인이 스

스로 조절함으로써 뇌졸중을 줄일 수 있다(Herman 등, 1982).

한편, 대표적인 심혈관질환인 심근경색증은 허혈성 심장질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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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이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관상동맥질환과 만성 안정 협심증

(chronic stable angina pectoris), 비 안정 협심증(unstable

angina) 등의 협심증,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증 등으로 분류되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이 증가한다(조성일 등, 2007). 심근경

색증의 위험 인자들은 흡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으로 밝

혀져 있고(전용덕 등, 1994), 특히, 급성 심근경색증은 중년기 이

후에 자주 발생하여 남성은 50대, 여성은 60대에 많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은 동시에 발생하기도 하여 허혈성 뇌졸중

발병 후 심근경색증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증가한다(Touzé 등,

2005). 또한, 2형 당뇨병을 가질 경우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이 악

화될 수 있고(Stevens 등, 2004), 일반적으로 선행 질환이 있을

경우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기타 건강 상태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예방 차원의 진단이 심뇌

혈관질환 예방에 있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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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심뇌혈관질환의 위험 요인

2.3.1. 인구사회적 요인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서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을

포함하는 심뇌혈관질환은 병원 입원의 4번째 주요 원인 질환으로

서(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뇌졸중의 경우 연령 증가에 따라 위

험이 증가하고, 급성 심근경색증은 65세 이하와 여성의 사망률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Yu 등, 2008). 특히 65세 이하 중

생산 활동 연령인 장년층 남성은 흡연, 스트레스 등의 위험 인자

에 대한 교정 및 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집단이다(황선영,

2009).

관상동맥질환은 교육 수준이 낮은 군에서 위험률이 높고, 단순

육체 근로자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군에

서 높은 발병률을 가진다(Carolina, 2003). 또한, 전문직, 사무직보

다 판매 서비스직과 생산직의 심뇌혈관질환 유병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고(최민철 등, 2009), 심뇌혈관질환을 가진 남성 운전

직 종사자들을 분석한 결과, 분석 대상의 47.7%가 현재 흡연자,

38.7%가 이상지질혈증, 42.8%가 비만, 그리고 38.1%가 고혈압으

로 52.7%가 중등도 및 고도의 심뇌혈관질환 발병 위험도를 보여

(김은영 등, 2010), 직업에 따른 소득과 생활수준의 차이는 건강

행태의 차이로 이어져 직업별로 서로 다른 심뇌혈관질환 유병률

을 가질 수 있다. 한편, 뇌졸중 및 급성 심근경색증과 교육 수준

간 상관관계는 국가의 경제 발전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아 선진

국일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관련 질병의 위험은 감소하며,

뇌졸중 위험과 관련된 교육 수준은 국가별 기대 수명과도 연관된

다(Chang 등,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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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건강 상태 요인

혈압은 심뇌혈관질환의 유병률과 연관된다. 고혈압은 심근경색

증보다 뇌졸중에서 더 관련성이 크고(Kjeldsen 등, 2001), 여성에

있어 허혈성 심장질환의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는 고혈압으로 보

고되고 있다(박우석 등, 1998). 당뇨병이 있는 경우 뇌졸중 위험

은 비 당뇨군에 비해 2배 증가하며(Abbott 등, 1987), 제 2형 당

뇨병이 있을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치사율(fatal rate)이 더 증가한다(Stevens 등, 2004). 또한,

고지혈증과 협심증도 대사증후군 등과 관련되어 일반적으로 심뇌

혈관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선행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2.3.3. 건강 행태 요인

심혈관계질환의 심리적 위험 요소로서는 스트레스를 들 수 있

다. 국내 연구에서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자율신경계의 변화를 초

래하여 심혈관질환의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고, 직무 스

트레스를 포함한 만성 스트레스는 심혈관질환의 위험 요인이 되

며, 특히 미혼자나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적은 경우

심혈관질환 사망률이 3배에서 5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진, 2002). 국외에서의 연구는 직장과 가정에서의 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 과거 주요한 사건에서의 스트레스 등 다양한

종류의 스트레스는 지역, 인종 및 성별과 무관하게 모두 심근경

색증의 발생과 위험을 증가시키고(Rosengren 등, 2004), 직장에서

의 사회적 지지 부족은 여성에서 심뇌혈관질환의 독립적 예측 인

자로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로 인한 직장 내 사회적 지지 결핍

이 향후 심뇌혈관질환 유병 증가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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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é-Petersson 등, 2007).

한편, 수면은 건강 상태와도 관련되어 한 달 정도의 불충분한

휴식과 수면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은 1.51배 증가하고(Shankar

등, 2010), 수면 시간은 심뇌혈관질환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

다(Shankar 등, 2008). 또한, 과도한 음주는 심뇌혈관질환으로 인

한 사망률을 증가시키지만, 정상 음주는 심뇌혈관질환의 사망률

을 감소시키고(Ikehara 등, 2008),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

시켜 심근경색증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Gaziano, 1993). 그리고

직장에서의 낮은 신체 활동은 흡연, 혈압, 지질, 비만 여부와 무

관하게 심혈관질환 위험의 증가와 관련되나(Salonen 등, 1982),

매일 채소와 과일을 소비하거나 운동을 할 경우 급성 심근경색증

의 오즈비는 각각 0.63, 0.67로 감소하며, 건강 행태적 위험 요인

감소 목적의 중재는 급성 심근경색증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Lanas 등, 2007).

2.4. 흡연과 심뇌혈관질환

Prescott 등(1998)은 흡연과 관련된 심근경색증 유병 위험에

관한 종단 연구에서 비 흡연 여성에 대한 흡연 여성의 심근경색

증 위험은 2배 이상이고, 간접흡연 노출을 포함한 흡연 관련 위

험은 여성에서 나이와 무관하게 유의하게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Wolf(1988)는 흡연으로 인한 뇌졸중 유병 위험에 관한 연구에서

5년 금연 후 뇌졸중 발병 위험은 비 흡연자 수준까지 감소한다고

보고하였고, Rosenberg 등(1985)도 과거 흡연자를 포함한 흡연자

가 2년 이상 금연할 경우 심근경색증 위험은 비 흡연자 수준까지

감소한다고 하여,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금연의 효과를 설명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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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Lightwood 등(1997)은 10년 이하의 단기간 금연 및 흡연

예방으로 인한 심뇌혈관질환 위험 감소의 효과를 제시한 연구에

서 금연의 경제적 이득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금연의 장기

적 영향력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왔으나 이는 정책 담당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며, 흡연의 일차적 예방에 있어 성인

의 흡연을 감소시키는 것은 비용 절감과 건강 증진의 관점 모두

에서 10대 흡연 예방보다 더 즉각적인 성과가 있다고 하여, 성인

흡연율 감소의 정책적 의의를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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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3.1. 연구 자료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 중 제 4기 1차년도(2007

년), 2차년도(2008년), 3차년도(2009년)및 제 5기 1차년도(2010)

자료를 이용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의 건강 수준을 파

악하고 건강 문제 예측에 기초가 되는 통계를 생산하며 '국민건

강증진종합계획' 등 보건 정책의 수립과 효과 평가에 필요한 근

거 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1995)에 의거

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 1998년부터 실시한 전국 규모의 법정조사

이다. 해당 자료는 건강설문조사, 영양조사, 검진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 3년마다 실시했던 제 1기(1998년), 제 2기(2001년), 제

3기(2005년)에 이어 최근에는 매년 조사를 실시해 현재 제 4기 1

차년도(2007년), 2차년도(2008년), 3차년도(2009년), 그리고 제 5기

1차년도(2010년)까지 조사를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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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4기 1차년도(2007년), 2차년도

(2008년), 3차년도(2009년) 및 제 5기 1차년도(2010) 자료 중 건강

설문조사에 참여한 19세 이상 성인을 전체 대상으로 하였다. 건

강설문조사의 전체 대상자는 총 42,643명이었으며, 이 중 10,538

명의 미 참여자와 6,437명의 결측치를 제외한 총 25,668명을 연구

대상자로 하였다. 최종 분석은 연구 대상자 중 심뇌혈관질환자인

뇌졸중 진단자 493명과 심근경색증 진단자 205명에 대해 실시하

였다.

그림 1. 연구 대상 선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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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제 4기 및 제 5기 1차년도 건강설문조사 연구 대상 수

건강설문조사

남성 여성 전체

N=11,141 N=14,527 N=25,668

43.4% 56.6% 100%

제4기 1차년도 (2007년) 1,237(41.6%) 1,734(58.4%) 2,971(100%)

2차년도 (2008년) 2,843(41.8%) 3,966(58.2%) 6,809(100%)

3차년도 (2009년) 3,851(44.6%) 4,792(55.4%) 8,643(100%)

제5기 1차년도 (2010년) 3,210(44.3%) 4,035(55.7%) 7,245(100%)

제 4기 1차년도에서는 총 2,971명의 건강설문조사 참여자가 연

구 대상에 포함되었고, 제 4기 2차년도에서는 총 6,809명, 제 4기

3차년도에서는 총 8,643명, 그리고 제 5기 1차년도에서는 총

7,245명이 각각 연구 대상에 포함되었다. 제 4기 및 제 5기를 통

합한 건강설문조사의 전체 연구 대상 중 남성은 11,141명, 여성은

14,527명으로 각각 43.4%, 56.6%의 비율을 나타냈다.

연구 대상자 중 뇌졸중 진단자는 1.92%인 493명이었으며, 심근

경색증 진단자는 0.8%인 205명이었다. 성별 구성은 뇌졸중의 경

우 남성이 249명, 여성이 244명으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고, 심근

경색증의 경우 남성이 124명, 여성이 81명으로 남성에서 더 많았

다.

표 2. 전체 대상 중 뇌졸중과 심근경색증 진단자 수

　 남성 여성 계 전체 대상 중

N=11,141 N=14,527 N=25,668 심뇌혈관질환

　 41.9% 58.1% 100% 진단자 비율

뇌졸중 249(50.5%) 244(49.5%) 493(100%) 1.92%

심근경색증 124(60.5%) 81(39.5%) 205(10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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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 모형

본 연구는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을 중심으로 흡연과 심뇌혈관질

환의 관련성을 인구사회적 특성, 건강 상태 특성, 건강 행태 특성

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독립 변수는 흡연 여부로

하였고, 종속 변수는 대표적 심뇌혈관질환인 뇌졸중과 심근경색

증으로 하였다.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 영향을 미치는 통제

변수는 인구사회적 특성, 건강 상태 특성, 건강 행태 특성으로 하

였다.

그림 2.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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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용어 정의

본 연구의 용어 정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제 4기 및 제 5

기 1차년도 건강설문조사표(성인) 내 항목을 기준으로 하였다.

3.4.1. 흡연 여부

대상자의 흡연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건강설문조사 항목 중 평생 흡연 여부를 파악하였다. 흡연 여부

는 담배 5갑(100개비)을 기준으로 5갑(100개비) 미만, 5갑(100개

비) 이상, 피운 적 없음, 모름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WHO가 정

한 흡연 기준에 따라 이 중 5갑(100개비) 미만과 피운 적 없다에

응답한 경우를 비 흡연자, 5갑 이상(100개비)에 응답한 경우를 흡

연자로 분류하였다.

3.4.2. 심뇌혈관질환

대상자의 심뇌혈관질환 유병 유무는 뇌졸중, 심근경색증에 대

한 항목으로 제한하여 파악하였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은 의학

적인 판단에 의해 의사에게 진단받은 경우로만 하였다.

3.4.3. 인구사회적 특성

인구사회적 특성은 건강설문조사 항목 중 성별, 연령, 결혼 상

태, 교육 수준, 소득 수준, 직업을 파악하였다. 성별은 남, 여로

분류하였고, 연령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19-38세, 39-58세, 5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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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79세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결혼 상태는 유배우자, 동거와 기

타로 분류하였다. 소득 수준은 소득 사분위수(가구)를 기준으로

상, 중상, 중하, 하로 분류하였고, 교육 수준은 대졸 이상(졸업은

현 학력으로, 수료, 중퇴, 재학, 휴학은 이전 학력으로 분류), 고

졸, 중졸, 초졸 이하로 분류하였다. 또한, 직업은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농림 ∙ 어

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장치 ∙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무직(주부, 학생 등)으로 분류하였다.

3.4.4. 건강 상태 특성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을 제외한 건강 상태 특성은 건강설문조사

항목 중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협심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

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협심증의 진단 기준은 의학적인 판

단에 의해 의사에게 진단을 받은 경우로만 하였다.

3.4.5. 건강 행태 특성

건강 행태 특성은 건강설문조사 항목 중 스트레스, 수면 시간,

운동 빈도, 음주 빈도로 파악하였다. 스트레스는 평소 스트레스

인지 정도를 기준으로 대단히 많이 느낀다, 많이 느끼는 편이다,

조금 느끼는 편이다, 거의 느끼지 않는다로 나누었고, 수면 시간

은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 이상, 7시간, 6시간 이

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운동 빈도는 1주 간 중등도 신체 활동

일수를 기준으로 매일, 4-6일, 1-3일, 전혀 하지 않음으로 나누었

고, 음주 빈도는 1년 간 음주 빈도를 기준으로 주 2-4회, 월 1-4

회,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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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분석 방법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표본 설계는 복합표본설계방법(Complex

Sampling Design)을 사용하였으므로, 편향이 없는 추정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가중치변수, 층화변수, 집락변수(1차 추출단위)를

반영해야 한다. 조사부문별로 가중치변수, 층화변수, 집락변수가

부여되어 있어 분석 단계에서 해당 변수를 적용할 경우 표본이

모집단인 국민 전체를 대표하도록 한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제시한 표본 가중치에 각 연도별 가중치를 재계산하고 통계 분석

에서 복합표본설계 요소를 지정하여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의 모

든 자료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Software(version

9.2;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이용하였다. 복합표

본설계에 의한 통계 분석은 원시 자료에 대해 가중치를 적용하고

가중치가 고려된 빈도 분석과 오즈비 분석의 결과를 얻게 되어,

연구 결과 얻어진 비율, 표준 편차 등이 일반적인 통계 분석의

결과와 다를 수 있으나, 이는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는 무관하다.

분석은 크게 대상자 전체의 인구사회적 특성, 흡연과 뇌졸중의

관련성, 흡연과 심근경색증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구분하

였다. 대상자 전체의 인구사회적 특성에서는 성별과 흡연 여부에

따른 인구사회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흡연과 뇌졸중의 관련성 및

흡연과 심근경색증의 관련성에서는 성별과 흡연 여부에 따른 인

구사회적 특성, 건강 상태 특성, 건강 행태 특성을 분석하고, 흡

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의 상관관계와 오즈비를 분석하였다. 대

상자 전체의 인구사회적 특성, 흡연과 뇌졸중의 관련성 및 흡연

과 심근경색증의 관련성에서 인구사회적 특성, 건강 상태 특성,

건강 행태 특성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통해 빈도와



19

백분율을 파악하였다. 흡연과 뇌졸중의 관련성 및 흡연과 심근경

색증의 관련성은 카이제곱검정(chi-square analysis)과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상관관계와 오즈비

를 각각 파악하였다. 오즈비는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적용한 후 해당 질환과 관련된 인구사회

적 특성, 건강 상태 특성, 건강 행태 특성을 단계적으로 보정한 4

단계 모형을 통해 95% 신뢰 구간과 같이 제시하였다. 분석에 있

어 모든 통계적인 유의성 검정은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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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4.1. 대상자 전체의 인구사회적 특성

4.1.1. 성별에 따른 특성

표 3은 대상자 전체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

누어 비교한 것이다. 25,668명의 대상자 전체 중 남성은

43.4%(11,141명), 여성은 56.6%(14,527명)이었다. 남성의 경우

20-39세(40.3%)가 가장 많았고, 66.0%가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

었다. 교육 수준은 고졸(39.4%)이, 소득 수준은 상(30.0%)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직업은 주부, 학생 등 무직(23.0%), 기능원,

장치 ∙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20.9%),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6.9%),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13.9%)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40-59세(37.9%)가 가장 많았고, 62.7%의 여성이 배

우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 교육 수준은 고졸(35.0%)이, 소득 수준

은 중상(28.3%)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직업은 주부, 학생

등 무직(52.6%),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14.3%),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0.2%), 단순 노무 종사자(8.9%) 순으로 나타났

다. 성별에 따른 대상자 전체의 인구사회적 특성 조사에서 미 응

답률은 소득 수준에서 남성 2%(212명), 여성 2%(324명)로, 직업

에서 남성 11%(1,241명), 여성 8%(1,117명)로 나타났다. 대상자

전체의 모든 인구사회적 특성은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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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대상자 전체의 인구사회적 특성 (남성과 여성 비교)

 대상자 전체(N=25,668)

　 남성 여성

P-value　 (N=11,141) (N=14,527)

　 N % N %

연령 　 　 　 　 <0.0001

20-39세 3,312 40.3 4,465 37.5 　

40-59세 4,066 39.7 5,213 37.9 　

60-79세 3,175 16.9 4,100 20.2 　

80세 이상 588 3.1 749 4.4 　

결혼 상태 　 　 　 　 <0.0001

유배우자, 동거 7,800 66.0 9,165 62.7 　

기타1) 3,336 34.0 5,362 37.3 　

교육 수준 　 　 　 　 <0.0001

대졸 이상 3,161 32.5 3,112 24.6 　

고졸 3,634 39.4 4,344 35.0 　

중졸 1,234 9.8 1,363 9.5 　

초졸 이하 3,072 18.3 5,668 30.9 　

소득 수준 　 　 　 　 <0.0001

상 3,064 30.0 3,741 27.6 　

중상 3,063 29.9 3,842 28.3 　

중하 2,812 25.6 3,594 26.2 　

하 1,990 14.6 3,026 17.9 　

직업 　 　 　 　 <0.0001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460 16.9 1,196 10.2 　

사무 종사자 973 10.9 760 6.8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1,181 13.9 1,733 14.3 　

농림 ∙ 어업 숙련 종사자 1,111 6.9 1,050 4.8 　

기능원, 장치 ∙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841 20.9 320 2.5 　

단순 노무 종사자 781 7.6 1,195 8.9 　

  무직(주부,  학생 등) 2,553 23.0 7,156 52.6 　

1) 유배우자이나 비 동거, 배우자 사망, 이혼, 응답 거부,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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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흡연 여부에 따른 특성

표 4는 대상자 전체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흡연자와 비 흡연자

로 나누어 비교한 것이다. 25,668명의 대상자 전체 중 흡연자는

35.8%(9,182명), 비 흡연자는 64.2%(16,472명)이었다. 흡연자의 경

우 남성(87.3%), 40-59세(40.9%),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71.0%)가 가장 많았다. 교육 수준은 고졸(41.9%)이, 소득 수준은

중상(29.5%)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직업은 주부, 학생 등

무직(25.8%), 기능원, 장치 ∙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20.2%),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14.8%),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4.5%)의 분포를 보였다. 비 흡연자의 경우 여성(76.9%), 20-39

세(38.3%),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59.6%)가 가장 많았다.

교육 수준은 고졸(33.9%)이, 소득 수준은 상(29.4%)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직업은 주부, 학생 등 무직(47.5%), 서비스 및 판

매 종사자(13.5%),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2.7%), 단순

노무 종사자(8.5%)의 분포를 보였다. 흡연 여부에 따른 대상자

전체의 인구사회적 특성 조사에서 미 응답률은 소득 수준에서 흡

연자 2%(195명), 비 흡연자 2%(340명)로, 직업에서 흡연자

1%(91명), 비 흡연자 13.7%(2,258명)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

중 흡연 유무에 무 응답자도 약 0.06%(14명) 있었다. 대상자 전

체의 인구사회적 특성은 소득 수준(p=0.042)을 포함하여 흡연 여

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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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상자 전체의 인구사회적 특성 (흡연자와 비 흡연자 비교)

    대상자 전체(N=25,668)

　 흡연자 비 흡연자

P-value(N=9,182) (N=16,472)

　 N % N %

성별 <0.0001

남성 7,860 87.3 3,273 23.1 

여성 1,322 12.7 13,199 76.9 

연령 <0.0001

20-39세 2,759 39.8 5,014 38.3 

40-59세 3,418 40.9 5,857 37.3 

60-79세 2,694 17.3 4,577 19.5 

80세 이상 311 2.1 1,024 4.9 

결혼 상태 <0.0001

유배우자, 동거 6,977 71.0 9,979 59.6 

기타1) 2,200 29.0 6,493 40.4 

교육 수준 <0.0001

대졸 이상 2,560 31.1 3,708 26.7 

고졸 3,359 41.9 4,618 33.9 

중졸 1,140 11.2 1,457 8.5 

초졸 이하 2,097 15.8 6,638 30.9 

소득 수준 0.042

상 2,316 27.9 4,487 29.4 

중상 2,438 29.5 4,464 28.8 

중하 2,346 26.7 4,056 25.3 

하 1,887 15.9 3,125 16.5 

직업 <0.0001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130 14.5 1,526 12.7 

사무 종사자 831 10.4 902 7.6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1,169 14.8 1,744 13.5 

농림 ∙ 어업 숙련 종사자 931 6.5 1,230 5.3 

기능원, 장치 ∙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576 20.2 585 4.9 

단순 노무 종사자 730 7.9 1,245 8.5 

  무직(주부,  학생 등) 2,724 25.8 6,982 47.5 　

1) 유배우자이나 비 동거, 배우자 사망, 이혼, 응답 거부,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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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흡연과 뇌졸중의 관련성

4.2.1. 뇌졸중 진단자의 특성

표 5는 뇌졸중 진단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비교한 것이다. 뇌졸중 진단자 493명 중 남성은

50.5%(249명), 여성은 49.5%(244명)이었다. 남성의 경우 60-79세

(54.7%),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87.4%)가 가장 많았고,

초졸 이하(40.2%)의 교육 수준, 하(44.6%)의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직업별로는 주부, 학생 등 무직(62.9%)과 단

순 노무 종사자(10.1%)의 순으로 분포가 많았던 반면, 사무 종사

자(2.8%)는 가장 분포가 적었다. 여성의 경우 60-79세(69.4%), 기

타(54.8%)가 가장 많았고, 초졸 이하(83.7%)의 교육 수준, 하

(47.2%)의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직업별로는 주

부, 학생 등 무직(78.3%)과 농림 ∙ 어업 숙련 종사자(8.3%)의 순

으로 분포가 많았던 반면, 사무 종사자는 없었다.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경우, 타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성

(3.7%)이 여성(0.5%)보다 더 많았다. 성별에 따른 뇌졸중 진단자

의 인구사회적 특성에서 미 응답률은 소득 수준에서 남성 1.6%(4

명), 여성 3.7%(9명)로, 직업에서 남성 1.6%(4명), 여성 0.8%(2명)

로 나타났다. 뇌졸중 진단자의 모든 인구사회적 특성은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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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뇌졸중 진단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남성과 여성 비교)

　   뇌졸중 진단자(n=493)

P-value
남성 여성

(n=249) (n=244)

　 n % n %

연령 <0.0001

20-39세 4 2.9 1 0.9 

40-59세 49 30.1 38 17.4 

60-79세 166 54.7 180 69.4 

80세 이상 30 12.3 25 12.2 

결혼 상태 <0.0001

유배우자, 동거 217 87.4 123 45.2 

기타1) 31 12.6 121 54.8 

교육 수준 <0.0001

대졸 이상 19 7.5 3 2.2 

고졸 69 30.7 12 3.8 

중졸 47 21.6 22 10.2 

초졸 이하 114 40.2 207 83.7 

소득 수준 <0.0001

상 30 16.2 23 10.0 

중상 39 15.7 29 14.9 

중하 58 23.5 65 27.9 

하 118 44.6 118 47.2 

직업 <0.0001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0 3.7 1 0.5 

사무 종사자 3 2.8 0 .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14 8.5 15 6.4 

농림 ∙ 어업 숙련종사자 28 7.3 28 8.3 

기능원, 장치 ∙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4.8 3 1.0 

단순 노무 종사자 19 10.1 13 5.6 

  무직(주부,  학생 등) 162 62.9 182 78.3 　

1) 유배우자이나 비 동거, 배우자 사망, 이혼, 응답 거부,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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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은 뇌졸중 진단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흡연자와 비 흡연

자로 나누어 비교한 것이다. 뇌졸중 진단자 493명 중 비 흡연자

50.9%(242명)와 흡연자 49.1%(251명)는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흡연자의 경우 남성(84.8%), 60-79세(54.6%),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81.1%)가 가장 많았고, 초졸 이하(48.8%)의 교육 수준

과 하(46.5%)의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직업별로

는 주부, 학생 등 무직(65.8%)과 단순 노무 종사자(10.7%)의 순

으로 분포가 많았던 반면, 사무 종사자는 1.9%로 가장 적었다.

비 흡연자의 경우 여성(83.3%), 60-79세(69.8%),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52.1%)가 가장 많았고, 초졸 이하(74.0%)의 교육

수준과 하(44.8%)의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직업

별로는 주부, 학생 등 무직(75.1%)과 농림 ∙ 어업 숙련종사자

(9.3%)의 순으로 분포가 많았던 반면, 사무 종사자는 1.1%로 가

장 적었다. 흡연 여부에 따른 뇌졸중 진단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에서 미 응답률은 소득 수준에서 흡연자 2.5%(6명), 비 흡연자

2.8%(7명)로, 직업에서 흡연자 0.2%(3명), 비 흡연자 0.2%(3명)로

나타났다. 뇌졸중 진단자의 모든 인구사회적 특성은 흡연 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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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뇌졸중 진단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흡연자와 비 흡연자 비교)

　 뇌졸중 진단자(n=493)

P-value
흡연자 비 흡연자

(n=242) (n=251)

　 n % n %

성별 <0.0001

남성 205 84.8 44 16.7 

여성 37 15.2 207 83.3 

연령 <0.0001

20-39세 4 2.8 1 1.0 

40-59세 47 28.8 40 18.8 

60-79세 160 54.6 186 69.8 

80세 31 13.7 24 10.4 

결혼 상태 <0.0001

유배우자, 동거 196 81.1 144 52.1 

기타1) 45 18.9 107 47.9 

교육 수준 <0.0001

대졸 이상 18 7.8 4 1.6 

고졸 56 24.7 25 10.8 

중졸 40 18.7 29 13.6 

초졸 이하 128 48.8 193 74.0 

소득 수준 <0.0001

상 33 16.9 20 9.2 

중상 35 13.7 33 17.3 

중하 53 22.8 70 28.7 

하 115 46.5 121 44.8 

직업 <0.0001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7 2.6 4 1.7 

사무 종사자 2 1.9 1 1.1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15 8.5 14 6.4 

농림 ∙ 어업 숙련 종사자 25 6.4 31 9.3 

기능원, 장치 ∙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7 4.1 5 1.7 

단순 노무 종사자 18 10.7 14 4.6 

   무직(주부,  학생 등) 165 65.8 179 75.1 　

1) 유배우자이나 비 동거, 배우자 사망, 이혼, 응답 거부,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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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뇌졸중 진단자의 건강 상태 특성 (남성과 여성 비교)

　 뇌졸중 진단자(n=493)

P-value
남성 여성

(n=249) (n=244)

　 n % n %

고혈압 <0.0001

없음 95 39.8 66 24.8 

있음 154 60.2 178 75.2 

고지혈증 <0.0001

없음 212 86.3 199 80.5 

있음 37 13.7 45 19.5 

당뇨병 <0.0001

없음 178 72.7 187 76.4 

있음 71 27.3 57 23.6 

협심증 0.001

없음 236 96.3 230 93.8 

있음 13 3.7 14 6.2 　

표 7은 뇌졸중 진단자의 건강 상태 특성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

누어 비교한 것이다. 남성의 경우 고혈압(60.2%)이 가장 많았고,

당뇨병(27.3%), 고지혈증(13.7%), 협심증(3.7%)의 순으로 유병 비

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경우에서도 고혈압(75.2%)이

가장 많았고, 당뇨병(23.6%), 고지혈증(19.5%), 협심증(6.2%)의 순

으로 유병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은 여성에서 각각 15.0% 5.8%, 2.5% 더 높은 유병 비율을 보였

다. 성별에 따른 뇌졸중 진단자의 건강 상태 특성에서 미 응답자

는 없었으며, 뇌졸중 진단자의 모든 건강 상태 특성은 협심증

(p=0.001)을 포함하여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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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뇌졸중 진단자의 건강 상태 특성 (흡연자와 비 흡연자 비교)

　 뇌졸중 진단자(n=493)

P-value
흡연자 비 흡연자

(n=242) (n=251)

　 n % n %

고혈압 <0.0001

없음 97 39.4 64 25.0 

있음 145 60.6 187 75.0 

고지혈증 <0.0001

없음 211 88.6 200 77.6 

있음 31 11.4 51 22.4 

당뇨병 <0.0001

없음 177 72.8 188 76.3 

있음 65 27.2 63 23.7 

협심증 0.002

없음 231 97.1 235 92.8 

있음 11 2.9 16 7.2 　

표 8은 뇌졸중 진단자의 건강 상태 특성을 흡연자와 비 흡연자

로 나누어 비교한 것이다. 흡연자의 경우 고혈압(60.6%)이 가장

많았고, 당뇨병(27.2%), 고지혈증(11.4%), 협심증(2.9%)의 순으로

유병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비 흡연자의 경우에서도 고혈

압(75.0%)이 가장 많았고, 당뇨병(23.7%), 고지혈증(22.4%), 협심

증(7.2%)의 순으로 유병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고혈압, 고

지혈증, 협심증은 여성에서 각각 14.4% 11.0%, 4.3% 더 높은 유

병 비율을 보였다. 성별에 따른 뇌졸중 진단자의 건강 상태 특성

에서 미 응답자는 없었으며, 뇌졸중 진단자의 모든 건강 상태 특

성은 협심증(p=0.002)을 포함하여 흡연 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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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뇌졸중 진단자의 건강 행태 특성 (남성과 여성 비교)

　  뇌졸중 진단자(n=493)

P-value
남성 여성

(n=249) (n=244)

　 n % n %

스트레스 <0.0001

대단히 많이 느낀다 12 3.7 18 8.6 

많이 느끼는 편이다 43 15.6 60 24.8 

조금 느끼는 편이다 109 48.2 86 30.9 

거의 느끼지 않는다 85 32.5 80 35.7 

수면 시간 <0.0001

8시간 이상 104 42.2 77 27.9 

7시간 57 20.4 51 19.8 

6시간 이하 87 37.4 115 52.3 

운동 빈도 <0.0001

매일 19 6.0 30 9.9 

4-6일 12 6.0 10 2.7 

1-3일 34 14.9 35 12.5 

전혀 하지 않음 184 73.1 169 74.9 

음주 빈도 <0.0001

주 2-4회 82 32.0 109 44.2 

월 1-4회 76 30.2 65 26.2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 91 37.8 70 29.6 　

표 9는 뇌졸중 진단자의 건강 행태 특성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

누어 비교한 것이다. 남성의 경우 스트레스는 조금 느끼는 편이

다(48.2%), 수면 시간은 8시간 이상(42.2%), 운동 빈도는 전혀 하

지 않음(73.1%), 음주 빈도는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

(37.8%)가 각각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여성의 경우 스트레스

를 거의 느끼지 않는다(35.7%), 수면 시간은 6시간 이하(52.3%),

운동 빈도는 전혀 하지 않음(74.9%), 음주 빈도는 주 2-4회

(44.2%)의 분포가 가장 많았다. 성별에 따른 뇌졸중 진단자의 건

강 행태 특성에서 미 응답자는 없었으며, 뇌졸중 진단자의 모든

건강 행태 특성은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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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뇌졸중 진단자의 건강 행태 특성 (흡연자와 비 흡연자 비교)

　 뇌졸중 진단자(n=493)

P-value
흡연자 비 흡연자

(n=242) (n=251)

　 n % n %

스트레스 <0.0001

대단히 많이 느낀다 11 5.2 19 6.9

많이 느끼는 편이다 43 16.8 60 23.6

조금 느끼는 편이다 106 46.9 89 32.2

거의 느끼지 않는다 82 31.2 83 37.3

수면 시간 <0.0001

8시간 이상 92 38.0 89 32.8

7시간 51 19.2 57 21.3

6시간 이하 99 42.8 103 45.9

운동 빈도 <0.0001

매일 18 5.9 31 10.1

4-6일 11 5.6 11 3.0

1-3일 30 13.6 39 14.0

전혀 하지 않음 183 74.8 170 72.8

음주 빈도 <0.0001

주 2-4회 78 32.4 113 44.1

월 1-4회 73 29.5 68 26.9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 91 38.1 70 29.0 　

표 10은 뇌졸중 진단자의 건강 행태 특성을 흡연자와 비 흡연

자로 나누어 비교한 것이다. 흡연자의 경우 스트레스는 조금 느

끼는 편이다(46.9%), 수면 시간은 6시간 이하(42.8%), 운동 빈도

는 전혀 하지 않음(74.8%), 음주 빈도는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38.1%)가 각각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비 흡연자의 경

우 스트레스를 거의 느끼지 않는다(37.3%), 수면 시간은 6시간

이하(45.9%), 운동 빈도는 전혀 하지 않음(72.8%), 음주 빈도는

주 2-4회(44.1%)의 분포가 가장 많았다. 흡연 여부에 따른 뇌졸

중 진단자의 건강 행태 특성에서 미 응답자는 없었으며, 뇌졸중

진단자의 모든 건강 행태 특성은 흡연 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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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흡연에 따른 뇌졸중 유병의 오즈비

흡연에 따른 뇌졸중 유병의 오즈비 분석을 위해, 흡연과 뇌졸

중의 관련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적 특성, 건강 상태 특성,

건강 행태 특성을 단계적으로 보정한 뇌졸중 오즈비 분석 모형을

만들어 이용하였다. 모형은 4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에서 보정

하여 적용할 특성은 아래와 같다.

-모형 0: 무보정(아무것도 보정하지 않았을 때)

-모형 1: 인구사회적 특성 보정

-모형 2: 모형 1 + 건강 상태 특성 보정

-모형 3: 모형 2 + 건강 행태 특성 보정

그림 3.1. 뇌졸중 유병의 오즈비 분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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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0은 인구사회적 특성, 건강 상태 특성, 건강 행태 특성을

모두 보정하지 않았을 때 흡연에 따른 뇌졸중 유병의 오즈비를

분석한 것이다. 무보정시 오즈비는 1.769(95% CI: 1.432 – 2.186)

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표 11은 흡연에 따른

뇌졸중 유병의 오즈비를 나타낸 모형 1이다. 인구사회적 특성을

보정한 후, 뇌졸중 유병 위험을 나타내는 오즈비는 비 흡연 시를

기준으로 흡연 시 1.39(95% CI: 1.012 - 1.908)로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p=0.042). 인구사회적 특성별 오즈비를 살펴보면, 연령

별 오즈비는 60-79세가 30.79(95% CI: 12.941 – 99.138), 80세 이

상이 35.82(95% CI: 12.941 – 99.138)로 각각 유의하였고

(p<0.0001), 성별 오즈비는 남성이 1.98(95% CI: 1.393 – 2.807)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01). 한편, 교육 수준별 오즈비

는 중졸이 3.08(95% CI: 1.708 – 5.541)로 유의하였고(p=0.027),

초졸 이하도 3.68(95% CI: 2.028 – 6.687)로 유의하였으며

(p<0.0001), 소득 수준별 오즈비는 중상이 0.98(95% CI: 0.629 –

1.520)로 유의하였다(p=0.027). 직업별 오즈비는 주부, 학생 등 무

직이 3.14(95% CI: 1.505 – 6.538)로 가장 높았고, 기능원, 장치

∙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의 경우 0.51(95% CI: 0.173 – 1.523)

로 가장 낮은 오즈비를 나타냈으며, 무직(p<0.0001)과 기능원, 장

치 ∙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p=0.020)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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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흡연에 따른 뇌졸중 유병의 오즈비 (모형 1)

　 모형 1
P-value

　 OR 95% CI

흡연여부

비 흡연 1

흡연 1.39 1.012 1.908 0.042

연령

20-39세 1

40-59세 11.73 4.438 30.987 0.558

60-79세 30.79 11.36 83.437 <0.0001

80세 이상 35.82 12.941 99.138 <0.0001

성별

남성 1.98 1.393 2.807  0.0001

여성 1

결혼 상태

유배우자, 동거 1

기타1) 1.16 0.906 1.494 0.236

교육 수준

대졸 이상 1

고졸 2.22 1.207 4.084 0.952

중졸 3.08 1.708 5.541 0.027

초졸 이하 3.68 2.028 6.687 <0.0001

소득 수준

상 1

중상 0.98 0.629 1.52 0.027

중하 1.12 0.748 1.679 0.916

하 1.38 0.937 2.029 0.326

직업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

사무 종사자 1.13 0.247 5.145 0.870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1.63 0.686 3.868 0.172

농림 ∙ 어업 숙련 종사자 1.1 0.476 2.544 0.605

기능원, 장치 ∙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0.51 0.173 1.523 0.020

단순 노무 종사자 1.36 0.592 3.106 0.696

  무직(주부,  학생 등) 3.14 1.505 6.538 <0.0001

1) 유배우자이나 비 동거, 배우자 사망, 이혼, 응답 거부,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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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는 흡연에 따른 뇌졸중 유병의 오즈비를 나타낸 모형 2이

다. 인구사회적 특성 및 건강 상태 특성을 보정한 후, 흡연 시 오

즈비는 1.44(95% CI: 1.037 - 1.996)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29). 인구사회적 특성별 오즈비를 살펴보면, 연령별 오즈비

는 60-79세가 13.28(95% CI: 4.717 – 37.401), 80세 이상은

15.79(95% CI: 5.458 – 45.690)로 각각 유의하였고(p<0.0001), 성

별 오즈비는 남성이 2.04(95% CI: 1.411 – 2.943)로 유의하였다

(p=0.0001). 한편, 교육 수준별 오즈비는 고졸이 2.17(95% CI:

1.177 – 4.007)로 유의하였고(p<0.0001), 중졸도 3.01(95% CI:

1.667 – 5.430)로 유의하였으며(p=0.026), 소득 수준별 오즈비는

중상이 1.02(95% CI: 0.649 – 1.589)로 유의하였다(p=0.029). 직

업별 오즈비는 주부, 학생 등 무직에서 2.91(95% CI: 1.395 –

6.064)로 가장 높았고, 기능원, 장치 ∙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의 경우 0.51(95% CI: 0.174 – 1.504)로 가장 낮은 오즈비를 나

타냈으며, 무직(p<0.0001)과 기능원, 장치 ∙ 기계조작 및 조립 종

사자(p=0.019)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건강 상태 특성별

오즈비는 고혈압 3.69(95% CI: 2.796 – 4.874), 고지혈증

1.17(95% CI: 0.826 – 1.645), 당뇨병 1.50(95% CI: 1.141 –

1.970), 협심증 1.39(95% CI: 0.854 – 2.265)로, 고혈압이 있을 때

(p<0.0001)와 당뇨병이 있을 때(p=0.004)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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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흡연에 따른 뇌졸중 유병의 오즈비 (모형 2) 

　 모형 2
P-value

　 OR 95% CI

흡연여부

비 흡연 1

흡연 1.44 1.037 1.996 0.029

연령

20-39세 1

40-59세 7.38 2.728 19.957 0.306

60-79세 13.28 4.717 37.401 <0.0001

80세 이상 15.79 5.458 45.69 <0.0001

성별

남성 2.04 1.411 2.943  0.0001

여성 1

결혼 상태

유배우자, 동거 1

기타1) 1.07 0.823 1.383 0.623

교육 수준

대졸 이상 1

고졸 2.17 1.177 4.007 <0.0001

중졸 3.01 1.667 5.43 0.026

초졸 이하 3.53 1.93 6.445 0.951

소득 수준

상 1

중상 1.02 0.649 1.589 0.029

중하 1.17 0.777 1.762 0.783

하 1.4 0.955 2.065 0.387

직업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

사무 종사자 1.07 0.234 4.908 0.801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1.67 0.7 3.972 0.142

농림 ∙ 어업 숙련 종사자 1.23 0.536 2.831 0.985

기능원, 장치 ∙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0.51 0.174 1.504 0.019

단순 노무 종사자 1.35 0.589 3.101 0.707

  무직(주부,  학생 등) 2.91 1.395 6.064 <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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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흡연에 따른 뇌졸중 유병의 오즈비 (모형 2 계속) 

　 모형 2
P-value

　 OR 95% CI

고혈압

없음 1

있음 3.69 2.796 4.874 <0.0001

고지혈증

없음 1

있음 1.17 0.826 1.645 0.383

당뇨병

없음 1

있음 1.5 1.141 1.97 0.004

협심증

없음 1

있음 1.39 0.854 2.265 0.185

1) 유배우자이나 비 동거, 배우자 사망, 이혼, 응답 거부, 모름



38

표 13는 흡연에 따른 뇌졸중 유병의 오즈비를 나타낸 모형 3이

다. 인구사회적 특성, 건강 상태 특성 및 건강 행태 특성을 보정

한 후 흡연 시 뇌졸중 유병 위험을 나타내는 오즈비는 1.38(95%

CI: 0.992 - 1.91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인구사회적

특성별 오즈비를 살펴보면, 연령별 오즈비는 60-79세가

11.82(95% CI: 4.175 – 33.465)로 유의하였고, 80세 이상도

12.08(95% CI: 4.139 – 35.254)로 유의하였으며, 성별 오즈비는

남성이 1.99(95% CI: 1.383 – 2.864)로 유의하였다. 한편, 교육

수준별 오즈비는 고졸이 2.15(95% CI: 1.165 – 3.960), 중졸이

3.02(95% CI: 1.664 – 5.465)로 중졸과 고졸만 유의하였고, 소득

수준별 오즈비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직업별 오즈비는 주부,

학생 등 무직에서 2.57(95% CI: 1.223 – 5.400)로 가장 높았고,

무직과 기능원, 장치 ∙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만 유의하였다.

또한, 건강 상태 특성별 오즈비는 고혈압 3.70(95% CI: 2.798 –

4.883)과 당뇨병 1.41(95% CI: 1.068 – 1.871)이 있을 때만 유의

하였다. 건강 행태 특성별 오즈비는 스트레스에서는 거의 느끼지

않는다 1.50(95% CI: 0.826 – 2.710)에서 유의하였고, 수면 시간

에서는 7시간이 0.78(95% CI: 0.574 – 1.058), 6시간 이하가

0.79(95% CI: 0.604 – 1.020)의 오즈비를 각각 나타냈으나, 유의

하지는 않았다. 운동 빈도의 오즈비는 전혀 하지 않는다가

1.27(95% CI: 0.875 – 1.838)로 가장 높았으나 유의하지 않았고,

음주 빈도의 오즈비는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은 경우가

1.89(95% CI: 1.425 – 2.502), 월 1-4회 마신 경우가 0.96(95%

CI: 0.737 – 1.256)으로 각각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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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흡연에 따른 뇌졸중 유병의 오즈비 (모형 3)

　 모형 3
P-value

　 OR 95% CI

흡연여부

비 흡연 1

흡연 1.38 0.992 1.912 0.056

연령

20-39세 1

40-59세 7.25 2.679 19.634 0.125

60-79세 11.82 4.175 33.465 <0.0001

80세 이상 12.08 4.139 35.254  0.0001

성별

남성 1.99 1.383 2.864  0.0002

여성 1

결혼 상태

유배우자, 동거 1

기타1) 1.07 0.826 1.395 0.596

교육 수준

대졸 이상 1

고졸 2.15 1.165 3.96  0.0001

중졸 3.02 1.664 5.465 0.022

초졸 이하 3.43 1.875 6.274 0.939

소득 수준

상 1

중상 0.99 0.637 1.547 0.436

중하 1.13 0.75 1.706 0.781

하 1.3 0.876 1.914 0.100

직업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

사무 종사자 1.09 0.241 4.923 0.860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1.63 0.686 3.856 0.135

농림 ∙ 어업 숙련 종사자 1.16 0.5 2.674 0.858

기능원, 장치 ∙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0.52 0.179 1.531 0.026

단순 노무 종사자 1.33 0.586 3.014 0.669

  무직(주부,  학생 등) 2.57 1.223 5.4 <0.0001

1) 유배우자이나 비 동거, 배우자 사망, 이혼, 응답 거부,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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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흡연에 따른 뇌졸중 유병의 오즈비 (모형 3 계속)

　 모형 3
P-value

　 OR 95% CI

고혈압

없음 1

있음 3.7 2.798 4.883 <0.0001

고지혈증

없음 1

있음 1.18 0.833 1.684 0.346

당뇨병

없음 1

있음 1.41 1.068 1.871 0.016

협심증

없음 1

있음 1.42 0.863 2.337 0.168

스트레스

대단히 많이 느낀다 1

많이 느끼는 편이다 1.21 0.679 2.157 0.814

조금 느끼는 편이다 1.06 0.608 1.855 0.308

거의 느끼지 않는다 1.5 0.826 2.71 0.041

수면 시간

8시간 이상 1

7시간 0.78 0.574 1.058 0.368

6시간 이하 0.79 0.604 1.02 0.344

운동 빈도

매일 1

4-6일 0.84 0.411 1.718 0.406

1-3일 1.09 0.682 1.735 0.762

전혀 하지 않음 1.27 0.875 1.838 0.085

음주 빈도

주 2-4회 1

월 1-4회 0.96 0.737 1.256 0.005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 1.89 1.425 2.502 <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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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는 흡연에 따른 뇌졸중 유병의 오즈비를 나타낸 모형 1 -

모형 3을 비교한 것이다. 흡연할 경우 오즈비는 모형 2에서 가장

높았다. 인구사회적 특성별 오즈비를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모형

1에서, 성별로는 모형 2에서 각각 오즈비가 가장 높았다. 또한,

결혼 상태의 오즈비는 모형 1에서 가장 높았다. 한편, 교육 수준

별 오즈비는 모형 1에서 가장 높았고, 소득 수준별 오즈비는 모

형 2에서 가장 높았다. 직업별 오즈비는 주부, 학생 등 무직, 단

순 노무 종사자, 사무 종사자의 경우 모형 1에서 가장 높았고, 서

비스 및 판매 종사자, 농림 ∙ 어업 숙련 종사자의 경우 모형 2에

서 가장 높았으며, 기능원, 장치 ∙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의

경우 모형 3에서 가장 높았다. 건강 상태 특성별 오즈비는 당뇨

병이 있을 때만 모형 2에서 가장 높았고,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

증의 경우 모형 3에서 가장 높았다. 건강 행태 특성별 오즈비는

모형 3에서만 제시되었다.



42

표 14. 흡연에 따른 뇌졸중 유병의 오즈비 (모형 1 – 모형 3 비교)

　 모형 1 　 모형 2 　 모형 3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흡연여부

비 흡연 1 1 1

흡연 1.39 1.012 1.908 0.042 1.44 1.037 1.996 0.029 1.38 0.992 1.912 0.056

연령

20-39 세 1 1 1

40-59 세 11.73 4.438 30.987 0.558 7.38 2.728 19.957 0.306 7.25 2.679 19.634 0.125

60-79 세 30.79 11.36 83.437 <0.0001 13.28 4.717 37.401 <0.0001 11.82 4.175 33.465 <0.0001

80 세 이상 35.82 12.941 99.138 <0.0001 15.79 5.458 45.69 <0.0001 12.08 4.139 35.254 0.0001

성별

남성 1.98 1.393 2.807 0.0001 2.04 1.411 2.943 0.0001 1.99 1.383 2.864 0.0002

여성 1 1 1

결혼 상태

유배우자, 동거 1 1 1

기타1) 1.16 0.906 1.494 0.236 1.07 0.823 1.383 0.623 1.07 0.826 1.395 0.596

1) 유배우자이나 비 동거, 배우자 사망, 이혼, 응답 거부,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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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흡연에 따른 뇌졸중 유병의 오즈비 (모형 1 – 모형 3 비교 계속)

　 모형 1 　 모형 2 　 모형 3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교육 수준

대졸 이상 1 1 1

고졸 2.22 1.207 4.084 0.952 2.17 1.177 4.007 <0.0001 2.15 1.165 3.96 0.0001

중졸 3.08 1.708 5.541 0.027 3.01 1.667 5.43 0.026 3.02 1.664 5.465 0.022

초졸 이하 3.68 2.028 6.687 <0.0001 3.53 1.93 6.445 0.951 3.43 1.875 6.274 0.939

소득 수준

상 1 1 1

중상 0.98 0.629 1.52 0.027 1.02 0.649 1.589 0.029 0.99 0.637 1.547 0.436

중하 1.12 0.748 1.679 0.916 1.17 0.777 1.762 0.783 1.13 0.75 1.706 0.781

하 1.38 0.937 2.029 0.326 1.4 0.955 2.065 0.387 1.3 0.876 1.914 0.100

직업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 1 1

사무 종사자 1.13 0.247 5.145 0.870 1.07 0.234 4.908 0.801 1.09 0.241 4.923 0.860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1.63 0.686 3.868 0.172 1.67 0.7 3.972 0.142 1.63 0.686 3.856 0.135

농림 ∙ 어업 숙련종사자 1.1 0.476 2.544 0.605 1.23 0.536 2.831 0.985 1.16 0.5 2.674 0.858

기능원, 장치 ∙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0.51 0.173 1.523 0.020 0.51 0.174 1.504 0.019 0.52 0.179 1.531 0.026

단순 노무 종사자 1.36 0.592 3.106 0.696 1.35 0.589 3.101 0.707 1.33 0.586 3.014 0.669

무직(주부, 학생 등) 3.14 1.505 6.538 <0.0001 2.91 1.395 6.064 <0.0001 2.57 1.223 5.4 <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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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흡연에 따른 뇌졸중 유병의 오즈비 (모형 1 – 모형 3 비교 계속)

　 모형 1 　 모형 2 　 모형 3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고혈압

없음 1 1

있음 3.69 2.796 4.874 <0.0001 3.7 2.798 4.883 <0.0001

고지혈증

없음 1 1

있음 1.17 0.826 1.645 0.383 1.18 0.833 1.684 0.346

당뇨병

없음 1 1

있음 1.5 1.141 1.97 0.004 1.41 1.068 1.871 0.016

협심증

없음 1 1

있음 　 　 　 　 1.39 0.854 2.265 0.185 1.42 0.863 2.337 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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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흡연에 따른 뇌졸중 유병의 오즈비 (모형 1 – 모형 3 비교 계속)

　 모형 1 　 모형 2 　 모형 3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스트레스

대단히 많이 느낀다 1

많이 느끼는 편이다 1.21 0.679 2.157 0.814

조금 느끼는 편이다 1.06 0.608 1.855 0.308

거의 느끼지 않는다 1.5 0.826 2.71 0.041

수면 시간

8시간 이상 1

7 시간 0.78 0.574 1.058 0.368

6 시간 이하 0.79 0.604 1.02 0.344

운동 빈도

매일 1

4-6 일 0.84 0.411 1.718 0.406

1-3 일 1.09 0.682 1.735 0.762

전혀 하지 않음 1.27 0.875 1.838 0.085

음주 빈도

주 2-4 회 1

월 1-4 회 0.96 0.737 1.256 0.005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 　 　 　 　 　 　 　 　 1.89 1.425 2.502 <0.0001

*모형 1: 인구사회적 특성(성별, 연령, 결혼 상태, 교육 수준, 소득 수준, 직업)을 보정한 흡연과 심뇌혈관질환의 오즈비

*모형 2: 인구사회적 특성과 건강 상태(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협심증)를 보정한 흡연과 심뇌혈관질환의 오즈비

*모형 3: 인구사회적 특성, 건강 상태 및 건강 행태(스트레스, 수면 시간, 운동 빈도, 음주 빈도)를 보정한 흡연과 심뇌혈관질환의 오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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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흡연과 심근경색증의 관련성

4.3.1. 심근경색증 진단자의 특성

표 15는 심근경색증 진단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남성과 여성

으로 나누어 비교한 것이다. 심근경색증 진단자 205명 중 남성은

60.5%(124명), 여성은 39.5%(81명)이었다. 남성의 경우 60-79세

(56.6%),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86.2%), 초졸 이하

(27.4%)의 교육 수준, 중하(28.4%)의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빈

도를 보였다. 직업별로는 주부, 학생 등 무직 (45.1%)과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12.0%)의 순으로 분포가 많았다. 여성의 경우

60-79세(61.2%),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53.8%), 초졸 이

하(65.7%)의 교육 수준, 하(43.9%)의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빈

도를 보였다. 직업별로는 주부, 학생 등 무직(69.2%)과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13.7%)의 순으로 분포가 많았고, 사무 종사자는 없

었다.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경우, 타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성(11.1%)이 여성(0.9%)보다 더 많았다. 성별에 따

른 심근경색증 진단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에서 미 응답률은 교육

수준에서 남성 0.8%(1명), 소득 수준에서 남성 2.4%(3명), 여성

3.7%(3명), 직업에서 여성 2.5%(2명)로 나타났다. 심근경색증 진

단자의 모든 인구사회적 특성은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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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심근경색증 진단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남성과 여성 비교)

　 심근경색증 진단자(n=205)

P-value
남성 여성

(n=124) (n=81)

　 n % n %

연령 <0.0001

20-39세 2 3.9 2 4.7 

40-59세 25 36.0 15 20.9 

60-79세 92 56.6 55 61.2 

80세 이상 5 3.5 9 13.2 

결혼 상태 <0.0001

유배우자, 동거 109 86.2 45 53.8 

기타1) 15 13.8 36 46.2 

교육 수준 <0.0001

대졸 이상 23 23.2 6 7.4 

고졸 31 25.4 10 12.2 

중졸 32 23.9 10 14.8 

초졸 이하 37 27.4 55 65.7 

소득 수준 <0.0001

상 15 17.8 16 18.5 

중상 28 27.9 11 17.5 

중하 36 28.4 16 20.1 

하 42 26.0 35 43.9 

직업 <0.0001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8 11.1 1 0.9 

사무 종사자 4 8.8 0 .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11 12.0 10 13.7 

농림 ∙ 어업 숙련 종사자 14 10.3 7 9.2 

기능원, 장치 ∙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0 7.1 1 1.0 

단순 노무 종사자 6 5.7 5 5.9 

  무직(주부,  학생 등) 71 45.1 55 69.2 　

1) 유배우자이나 비 동거, 배우자 사망, 이혼, 응답 거부, 모름



48

표 16은 심근경색증 진단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흡연자와 비

흡연자로 나누어 비교한 것이다. 심근경색증 진단자 205명 중 흡

연자는 45.9%(94명), 비 흡연자는 54.1%(111명)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흡연자의 경우 남성(92.2%), 60-79세(54.8%),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81.2%), 초졸 이하(35.3%)의 교육 수준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소득 수준의 경우 상(18.6%)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직업별로는 주부, 학생 등 무직(48.1%)과 서

비스 및 판매 종사자(11.8%)의 순으로 분포가 많았다. 비 흡연자

의 경우 여성(76.3%), 60-79세(63.3%),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65.1%), 초졸 이하(49.6%)의 교육 수준, 하(38.5%)의 소득

수준이 가장 많았다. 직업별로는 주부, 학생 등 무직(61.5%)과 서

비스 및 판매 종사자(13.8%)의 순으로 분포가 많았다. 흡연 여부

에 따른 심근경색증 진단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에서 미 응답률은

교육 수준에서 흡연자 0.9%(1명), 소득 수준에서 흡연자 3.6%(4

명), 비 흡연자 2.1%(2명), 직업에서 흡연자 0.9%(1명), 비 흡연자

1.1%(1명)로 나타났다. 심근경색증 진단자의 모든 인구사회적 특

성은 소득 수준(p=0.0004)을 포함하여 흡연 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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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심근경색증 진단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흡연자와 비 흡연자 비교)

　 심근경색증 진단자(n=205)

P-value
흡연자 비 흡연자

(n=111) (n=94)

　 n % n %

성별 <0.0001

남성 103 92.2 21 23.7 

여성 8 7.8 73 76.3 

연령 <0.0001

20-39세 3 5.2 1 2.7 

40-59세 20 32.1 20 28.4 

60-79세 80 54.8 67 63.3 

80세 8 7.9 6 5.6 

결혼 상태 <0.0001

유배우자, 동거 91 81.2 63 65.1 

기타1) 20 18.8 31 34.9 

교육 수준 <0.0001

대졸 이상 17 18.8 12 15.7 

고졸 29 26.2 12 12.7 

중졸 24 19.7 18 22.0 

초졸 이하 40 35.3 52 49.6 

소득 수준 0.0004

상 14 18.6 17 17.2 

중상 24 27.7 15 19.5 

중하 28 25.9 24 24.8 

하 41 27.7 36 38.5 

직업 <0.0001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7 10.3 2 3.4 

사무 종사자 3 8.1 1 2.2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10 11.8 11 13.8 

농림 ∙ 어업 숙련 종사자 9 8.8 12 11.4 

기능원, 장치 ∙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0 7.8 1 0.9 

단순 노무 종사자 4 5.1 7 6.8 

  무직(주부,  학생 등) 67 48.1 59 61.5 　

1) 유배우자이나 비 동거, 배우자 사망, 이혼, 응답 거부,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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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심근경색증 진단자의 건강 상태 특성 (남성과 여성 비교)

　 심근경색증 진단자(n=205)

P-value
남성 여성

(n=124) (n=81)

　 n % n %

고혈압 <0.0001

없음 57 46.1 35 44.7 

있음 67 53.9 46 55.3 

고지혈증 <0.0001

없음 97 77.8 62 78.2 

있음 27 22.2 19 21.8 

당뇨병  0.0004

없음 93 78.4 67 83.2 

있음 31 21.6 14 16.8 

협심증 0.001

없음 114 92.1 68 81.6 

있음 10 7.9 13 18.4 　

표 17은 심근경색증 진단자의 건강 상태 특성을 남성과 여성으

로 나누어 비교한 것이다. 남성의 경우 고혈압(53.9%)이 가장 많

았고, 고지혈증(22.2%), 당뇨병(21.6%), 협심증(7.9%) 순으로 유병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경우 고혈압(55.3%)이 가장

많았고, 고지혈증(21.8%), 협심증(18.4%), 당뇨병(16.8%) 순으로

유병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고혈압, 협심증은 여성에서 각

각 1.4% 10.5% 더 높은 유병 비율을 보였다. 성별에 따른 심근경

색증 진단자의 건강 상태 특성에서 미 응답자는 없었으며, 심근

경색증 진단자의 모든 건강 상태 특성은 당뇨병(p=0.0004), 협심

증(p=0.001)을 포함하여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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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심근경색증 진단자의 건강 상태 특성 (흡연자와 비 흡연자 비교)

　 심근경색증 진단자(n=205)

P-value
흡연자 비 흡연자

(n=111) (n=94)

　 n % n %

고혈압 <0.0001

없음 53 46.3 39 44.6 

있음 58 53.7 55 55.4 

고지혈증  0.0002

없음 89 81.8 70 72.4 

있음 22 18.2 24 27.6 

당뇨병 <0.0001

없음 85 79.6 75 80.9 

있음 26 20.4 19 19.1 

협심증 0.002

없음 102 91.9 80 83.0 

있음 9 8.1 14 17.0 　

표 18은 심근경색증 진단자의 건강 상태 특성을 흡연자와 비

흡연자로 나누어 비교한 것이다. 흡연자의 경우 고혈압(53.7%)이

가장 많았고, 당뇨병(20.4%), 고지혈증(18.2%), 협심증(8.1%)의 순

으로 유병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비 흡연자의 경우에서도

고혈압(55.4%)이 가장 많았고, 고지혈증(27.6%), 당뇨병(19.1%),

협심증(17.0%) 순으로 유병 비율이 높았다. 특히, 고혈압, 고지혈

증, 협심증은 비 흡연자에서 각각 1.7% 9.4%, 8.9% 더 높은 유병

비율을 보였다. 흡연 여부에 따른 심근경색증 진단자의 건강 상

태 특성에서 미 응답자는 없었으며, 심근경색증 진단자의 모든

건강 상태 특성은 고지혈증(p=0.0002), 협심증(p=0.002)을 포함하

여 흡연 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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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심근경색증 진단자의 건강 행태 특성 (남성과 여성 비교)

　 심근경색증 진단자(n=205)

P-value
남성 여성

(n=124) (n=81)

　 n % n %

스트레스 <0.0001

대단히 많이 느낀다 5 3.4 3 8.9 

많이 느끼는 편이다 30 28.2 21 25.6 

조금 느끼는 편이다 58 49.4 40 42.7 

거의 느끼지 않는다 31 19.0 17 22.7 

수면 시간 0.011

8시간 이상 40 25.9 19 24.6 

7시간 31 26.4 20 26.1 

6시간 이하 52 47.8 41 49.4 

운동 빈도 <0.0001

매일 4 2.6 6 7.6 

4-6일 7 4.4 6 5.8 

1-3일 23 24.3 9 13.8 

전혀 하지 않음 90 68.7 60 72.8 

음주 빈도 <0.0001

주 2-4회 49 41.4 37 44.1 

월 1-4회 38 29.3 24 27.9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 37 29.3 20 28.0 　

표 19는 심근경색증 진단자의 건강 행태 특성을 남성과 여성으

로 나누어 비교한 것이다. 남성의 경우 스트레스는 조금 느끼는

편이다(49.4%), 수면 시간은 6시간 이하(47.8%), 운동 빈도는 전

혀 하지 않음(68.7%), 음주 빈도는 주 2-4회(41.4%)가 각각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여성의 경우 스트레스는 조금 느끼는 편이

다(42.7%), 수면 시간은 6시간 이하(49.4%), 운동 빈도는 전혀 하

지 않음(72.8%), 음주 빈도는 주 2-4회(44.1%)의 분포가 가장 많

았다. 성별에 따른 심근경색증 진단자의 건강 행태 특성에서 미

응답자는 없었으며, 심근경색증 진단자의 모든 건강 행태 특성은

수면 시간(p=0.011)을 포함하여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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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심근경색증 진단자의 건강 행태 특성 (흡연자와 비 흡연자 비교)

　 심근경색증 진단자(n=205)

P-value
흡연자 비 흡연자

(n=111) (n=94)

　 n % n %

스트레스 <0.0001

대단히 많이 느낀다 4 5.4 4 5.4 

많이 느끼는 편이다 34 33.0 17 19.0 

조금 느끼는 편이다 43 41.2 55 55.4 

거의 느끼지 않는다 30 20.4 18 20.2 

수면 시간 0.0002

8시간 이상 37 25.8 22 24.8 

7시간 25 23.9 26 29.6 

6시간 이하 48 50.2 45 45.6 

운동 빈도 <0.0001

매일 2 2.5 8 7.1 

4-6일 5 4.1 8 6.1 

1-3일 21 23.2 11 16.6 

전혀 하지 않음 83 70.1 67 70.2 

음주 빈도 <0.0001

주 2-4회 41 38.4 45 48.1 

월 1-4회 34 28.4 28 29.3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 36 33.2 21 22.6 　

표 20은 심근경색증 진단자의 건강 행태 특성을 흡연자와 비

흡연자로 나누어 비교한 것이다. 흡연자의 경우 스트레스는 조금

느끼는 편이다(41.2%), 수면 시간은 6시간 이하(50.2%), 운동 빈

도는 전혀 하지 않음(70.1%), 음주 빈도는 주 2-4회(38.4%)가 가

장 분포가 많았다. 비 흡연자의 경우 스트레스는 조금 느끼는 편

이다(55.4%), 수면 시간은 6시간 이하(45.6%), 운동 빈도는 전혀

하지 않음(70.2%), 음주 빈도는 주 2-4회(48.1%)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흡연 여부에 따른 심근경색증 진단자의 건강 행

태 특성에서 미 응답자는 없었으며, 심근경색증 진단자의 모든

건강 행태 특성은 수면 시간(p=0.0002)을 포함하여 흡연 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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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흡연에 따른 심근경색증 유병의 오즈비

흡연에 따른 심근경색증 유병의 오즈비 분석을 위해, 흡연과

심근경색증의 관련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적 특성, 건강 상

태 특성, 건강 행태 특성을 단계적으로 보정한 심근경색증 오즈

비 분석 모형을 만들어 이용하였다. 모형은 4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에서 보정하여 적용할 특성은 아래와 같다.

-모형 0: 무보정(아무것도 보정하지 않았을 때)

-모형 1: 인구사회적 특성 보정

-모형 2: 모형 1 + 건강 상태 특성 보정

-모형 3: 모형 2 + 건강 행태 특성 보정

그림 3.2. 심근경색증 유병의 오즈비 분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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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0은 인구사회적 특성, 건강 상태 특성, 건강 행태 특성을

모두 보정하지 않았을 때 흡연에 따른 심근경색증 유병의 오즈비

를 분석한 것이다. 무보정시 오즈비는 2.058(95% CI: 1.456 –

2.909)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표 21은 흡연에

따른 심근경색증 유병의 오즈비를 나타낸 모형 1이다. 인구사회

적 특성을 보정한 후, 심근경색증 유병 위험을 나타내는 오즈비

는 흡연 시 1.07(95% CI: 0.680 – 1.671)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p=0.781). 인구사회적 특성별 오즈비를 살펴보면,

연령별 오즈비는 60-79세가 29.05(95% CI: 8.964 – 94.167)로 유

의하였고(p<0.0001), 80세 이상도 20.00(95% CI: 5.527 – 72.401)

로 유의하였으며(p=0.0014), 성별 오즈비는 남성이 2.43(95% CI:

1.532 – 3.858)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02). 한편, 교육

수준별 오즈비는 고졸이 0.75(95% CI: 0.394 – 1.425), 중졸이

1.39(95% CI: 0.636 – 3.036), 초졸 이하가 0.97(95% CI: 0.464

– 2.047)로 모두 유의하지 않았고, 소득 수준별 오즈비는 중상

이 1.47(95% CI: 0.812 – 2.664), 중하가 1.24 (95% CI: 0.703 –

2.195), 하는 1.32(95% CI: 0.735 – 2.377)로, 모두 유의하지 않았

다. 직업별 오즈비는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가 1.34(95% CI:

0.475 – 3.788)로 가장 높았고, 기능원, 장치 ∙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0.41(95% CI: 0.126 – 1.321)로 가장 낮았으며, 무직의

경우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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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흡연에 따른 심근경색증 유병의 오즈비 (모형 1)

　 모형 1
P-value

　 OR 95% CI

흡연여부

비 흡연 1

흡연 1.07 0.68 1.671 0.781

연령

20-39세 1

40-59세 7.24 2.237 23.438 0.645

60-79세 29.05 8.964 94.167 <0.0001

80세 이상 20 5.527 72.401  0.0014

성별

남성 2.43 1.532 3.858  0.0002 

여성 1

결혼 상태

유배우자, 동거 1

기타1) 1.07 0.687 1.65 0.778

교육 수준

대졸 이상 1

고졸 0.75 0.394 1.425 0.069

중졸 1.39 0.636 3.036 0.089

초졸 이하 0.97 0.464 2.047 0.867

소득 수준

상 1

중상 1.47 0.812 2.664 0.364

중하 1.24 0.703 2.195 0.982

하 1.32 0.735 2.377 0.717

직업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

사무 종사자 1.01 0.236 4.301 0.692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1.34 0.475 3.788 0.067

농림 ∙ 어업 숙련 종사자 0.75 0.255 2.205 0.738

기능원, 장치 ∙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0.41 0.126 1.321 0.052

단순 노무 종사자 0.53 0.154 1.807 0.249

  무직(주부,  학생 등) 1.2 0.494 2.912 0.029

1) 유배우자이나 비 동거, 배우자 사망, 이혼, 응답 거부,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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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는 흡연에 따른 심근경색증 유병의 오즈비를 나타낸 모형

2이다. 인구사회적 특성 및 건강 상태 특성을 보정한 후, 심근경

색증 유병 위험을 나타내는 오즈비는 흡연 시 1.05(95% CI:

0.659 – 1.67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836). 인구사

회적 특성별 오즈비를 살펴보면, 연령별 오즈비는 60-79세가

15.74(95% CI: 4.636 – 53.401)로 유의하였고(p<0.0001), 80세 이

상이 11.65(95% CI: 3.072 – 44.161)로 유의하였으며(p=0.0143),

성별 오즈비는 남성이 2.66(95% CI: 1.633 – 4.338)으로 유의하

였다(p<0.0001). 한편, 교육 수준별 오즈비는 고졸이 0.76(95%

CI: 0.400 – 1.453), 중졸이 1.36(95% CI: 0.619 – 3.005), 초졸

이하가 1.01(95% CI: 0.483 – 2.109)로 모두 유의하지 않았고, 소

득 수준별 오즈비도 중상이 1.59(95% CI: 0.866 – 2.913), 중하가

1.33 (95% CI: 0.747 – 2.358), 하 1.41(95% CI: 0.781 – 2.543)

로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직업별 오즈비는 서비스 및 판매 종사

자가 1.33(95% CI: 0.467 – 3.761)로 가장 높았고, 기능원, 장치

∙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0.38(95% CI: 0.118 – 1.235)로 가

장 낮고 유의하였다(p=0.043). 건강 상태별 오즈비는 고혈압이

2.05(95% CI: 1.341 – 3.139)로 유의하였고(p=0.0009), 고지혈증

이 1.98(95% CI: 1.254 – 3.139)로 유의하였으며(p=0.003), 협심

증도 4.68(95% CI: 2.437 – 8.985)로 유의하였다(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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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흡연에 따른 심근경색증 유병의 오즈비 (모형 2)

　 모형 2
P-value

　 OR 95% CI

흡연여부

비 흡연 1

흡연 1.05 0.659 1.675 0.836

연령

20-39세 1

40-59세 5.39 1.667 17.456 0.867

60-79세 15.74 4.636 53.401 <0.0001

80세 이상 11.65 3.072 44.161 0.014

성별

남성 2.66 1.633 4.338 <0.0001

여성 1

결혼상태

유배우자, 동거 1

기타1) 1 0.639 1.565 0.999

교육 수준

대졸 이상 1

고졸 0.76 0.4 1.453 0.076

중졸 1.36 0.619 3.005 0.128

초졸 이하 1.01 0.483 2.109 0.985

소득 수준

상 1

중상 1.59 0.866 2.913 0.299

중하 1.33 0.747 2.358 0.943

하 1.41 0.781 2.543 0.661

직업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

사무 종사자 0.91 0.213 3.926 0.785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1.33 0.467 3.761 0.055

농림 ∙ 어업 숙련 종사자 0.8 0.27 2.361 0.996

기능원, 장치 ∙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0.38 0.118 1.235 0.043

단순 노무 종사자 0.52 0.15 1.77 0.259

   무직(주부,  학생 등) 1.07 0.44 2.616 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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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흡연에 따른 심근경색증 유병의 오즈비 (모형 2 계속)

　 모형 2
P-value

　 OR 95% CI

고혈압

없음 1

있음 2.05 1.341 3.139 0.0009

고지혈증

없음 1

있음 1.98 1.254 3.139 0.003

당뇨병

없음 1

있음 1.04 0.653 1.649 0.874

협심증

없음 1

있음 4.68 2.437 8.985 <0.0001

1) 유배우자이나 비 동거, 배우자 사망, 이혼, 응답 거부,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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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는 흡연에 따른 심근경색증 유병의 오즈비를 나타낸 모형

3이다. 인구사회적 특성, 건강 상태 특성, 건강 행태 특성을 모두

보정한 후, 흡연 시 심근경색증 유병 위험을 나타내는 오즈비는

0.98(95% CI: 0.622 – 1.557)로 유의하지 않았다. 인구사회적 특

성별 오즈비를 살펴보면, 연령별 오즈비는 60-79세가 14.84(95%

CI: 4.530 – 48.617)로 유의하였고, 80세 이상도 10.56(95% CI:

2.880 – 38.728)로 유의하였으며, 성별 오즈비는 남성이

2.86(95% CI: 1.762 – 4.639)으로 유의하였다. 한편, 교육 수준별

오즈비는 고졸이 0.77(95% CI: 0.405 – 1.478), 중졸이 1.33(95%

CI: 0.604 – 2.944), 초졸 이하가 0.96(95% CI: 0.459 – 2.015)으

로 모두 유의하지 않았고, 소득 수준별 오즈비도 중상이

1.52(95% CI: 0.825 – 2.791), 중하가 1.27 (95% CI: 0.706 –

2.276), 하가 1.29(95% CI: 0.701 – 2.380)로 모두 유의하지 않았

다. 직업별 오즈비는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1.39(95% CI: 0.493

– 3.912)가 가장 높았고, 기능원, 장치 ∙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

자가 0.42(95% CI: 0.129 – 1.339)로 가장 낮았으며 모두 유의하

지 않았다. 건강 상태별 오즈비는 고혈압 2.04(95% CI: 1.329 –

3.128), 고지혈증 1.94(95% CI: 1.214 – 3.082), 협심증 4.66(95%

CI: 2.371 – 9.151)이 유의하였다. 또한, 건강 행태별 오즈비는

스트레스에서는 많이 느끼는 편일 때만 유의하였고. 수면 시간에

서는 7시간이 1.16(95% CI: 0.717 – 1.860), 6시간 이하가

1.24(95% CI: 0.793 – 1.927)로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운

동 빈도는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만 2.23(95% CI:

1.025 – 4.866)로 유의하였고(p=0.032), 음주 빈도는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은 경우에서만 1.50(95% CI: 0.923 – 2.426)로 유

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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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흡연에 따른 심근경색증 유병의 오즈비 (모형 3)

　 모형 3
P-value

　 OR 95% CI

흡연여부

비 흡연 1

흡연 0.98 0.622 1.557 0.946

연령

20-39세 1

40-59세 5.22 1.677 16.215 0.913

60-79세 14.84 4.53 48.617 <0.0001 

80세 이상 10.56 2.88 38.728 0.022

성별

남성 2.86 1.762 4.639 <0.0001

여성 1

결혼 상태

유배우자, 동거 1

기타1) 1.01 0.636 1.593 0.979

교육 수준

대졸 이상 1

고졸 0.77 0.405 1.478 0.109

중졸 1.33 0.604 2.944 0.144

초졸 이하 0.96 0.459 2.015 0.834

소득 수준

상 1

중상 1.52 0.825 2.791 0.310

중하 1.27 0.706 2.276 0.950

하 1.29 0.701 2.38 0.866

직업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

사무종사자 0.9 0.212 3.781 0.907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1.39 0.493 3.912 0.061

농림 ∙ 어업 숙련 종사자 0.94 0.319 2.761 0.717

기능원, 장치 ∙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0.42 0.129 1.339 0.053

단순 노무 종사자 0.57 0.168 1.964 0.323

  무직(주부,  학생 등) 1.1 0.453 2.653 0.150

1) 유배우자이나 비 동거, 배우자 사망, 이혼, 응답 거부,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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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흡연에 따른 심근경색증 유병의 오즈비 (모형 3 계속)

　 모형 3
P-value

　 OR 95% CI

고혈압

없음 1

있음 2.04 1.329 3.128 0.001

고지혈증

없음 1

있음 1.94 1.214 3.082 0.006

당뇨병

없음 1

있음 1.05 0.654 1.698 0.829

협심증

없음 1

있음 4.66 2.371 9.151 <0.0001

스트레스

대단히 많이 느낀다 1

많이 느끼는 편이다 1.99 0.715 5.557 0.034

조금 느끼는 편이다 1.34 0.494 3.65 0.953

거의 느끼지 않는다 1.17 0.419 3.246 0.486

수면 시간

8시간 이상 1

7시간 1.16 0.717 1.86 0.855

6시간 이하 1.24 0.793 1.927 0.470

운동 빈도

매일 1

4-6일 1.3 0.472 3.594 0.553

1-3일 1.97 0.845 4.596 0.262

전혀 하지 않음 2.23 1.025 4.866 0.032

음주 빈도

주 2-4회 1

월 1-4회 0.78 0.516 1.177 0.026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 1.5 0.923 2.426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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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는 흡연에 따른 심근경색증 유병의 오즈비를 나타낸 모형

1 - 모형 3을 비교한 것이다. 흡연할 경우 심근경색증 유병의 오

즈비는 모형 2에서 가장 높았다. 인구사회적 특성별 오즈비를 살

펴보면, 연령별 오즈비는 모형 1에서, 성별 오즈비는 모형 3에서

가장 높았다. 또한 배우자와 같이 사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결혼

상태의 오즈비는 모형 1에서 1.07(95% CI: 0.687 – 1.650), 모형

2에서 1.07(95% CI: 0.639 – 1.565), 그리고 모형 3에서 1.01(95%

CI: 0.636 – 1.593)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별 오즈비는 고졸은 모

형 3, 중졸은 모형 1, 초졸 이하는 모형 2에서 각각 가장 높게 나

타났다. 한편, 소득 수준별 오즈비는 모든 소득 수준 내 모형 2의

오즈비가 가장 높았다. 직업별 오즈비는 주부, 학생 등 무직인 경

우 모형 1에서 가장 높았고, 그 밖의 직업군들은 모형 3에서 오

즈비가 가장 높았다. 건강 상태별 오즈비는 당뇨병이 있을 경우

만 모형 3에서 가장 높았고,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이 있을 경

우는 모형 2에서 가장 높았다. 건강 행태별 오즈비는 모형 3에서

만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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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흡연에 따른 심근경색증 유병의 오즈비 (모형 1 - 모형 3 비교)

　 모형 1 　 모형 2 　 모형 3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흡연여부

비 흡연 1 1 1

흡연 1.07 0.68 1.671 0.781 1.05 0.659 1.675 0.836 0.98 0.622 1.557 0.946

연령

20-39 세 1 1 1

40-59 세 7.24 2.237 23.438 0.645 5.39 1.667 17.456 0.867 5.22 1.677 16.215 0.913

60-79 세 29.05 8.964 94.167 <0.0001 15.74 4.636 53.401 <0.0001 14.84 4.53 48.617 <0.0001

80 세 이상 20 5.527 72.401 0.0014 11.65 3.072 44.161 0.014 10.56 2.88 38.728 0.022

성별

남성 2.43 1.532 3.858 0.0002 2.66 1.633 4.338 <0.0001 2.86 1.762 4.639 <0.0001

여성 1 1 1

결혼 상태

유배우자, 동거 1 1 1

기타1) 1.07 0.687 1.65 0.778 1 0.639 1.565 0.999 1.01 0.636 1.593 0.979

1) 유배우자이나 비 동거, 배우자 사망, 이혼, 응답 거부,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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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흡연에 따른 심근경색증 유병의 오즈비 (모형 1 - 모형 3 비교 계속)

　 모형 1 　 모형 2 　 모형 3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교육 수준

대졸 이상 1 1 1

고졸 0.75 0.394 1.425 0.069 0.76 0.4 1.453 0.076 0.77 0.405 1.478 0.109

중졸 1.39 0.636 3.036 0.089 1.36 0.619 3.005 0.128 1.33 0.604 2.944 0.144

초졸 이하 0.97 0.464 2.047 0.867 1.01 0.483 2.109 0.985 0.96 0.459 2.015 0.834

소득 수준

상 1 1 1

중상 1.47 0.812 2.664 0.364 1.59 0.866 2.913 0.299 1.52 0.825 2.791 0.310

중하 1.24 0.703 2.195 0.982 1.33 0.747 2.358 0.943 1.27 0.706 2.276 0.949

하 1.32 0.735 2.377 0.717 1.41 0.781 2.543 0.661 1.29 0.701 2.38 0.866

직업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 1 1

사무 종사자 1.01 0.236 4.301 0.692 0.91 0.213 3.926 0.785 0.9 0.212 3.781 0.907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1.34 0.475 3.788 0.067 1.33 0.467 3.761 0.055 1.39 0.493 3.912 0.061

농림 ∙ 어업 숙련종사자 0.75 0.255 2.205 0.738 0.8 0.27 2.361 0.996 0.94 0.319 2.761 0.717

기능원, 장치 ∙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0.41 0.126 1.321 0.052 0.38 0.118 1.235 0.043 0.42 0.129 1.339 0.053

단순 노무 종사자 0.53 0.154 1.807 0.249 0.52 0.15 1.77 0.259 0.57 0.168 1.964 0.323

무직(주부, 학생 등) 1.2 0.494 2.912 0.029 1.07 0.44 2.616 0.090 1.1 0.453 2.653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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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흡연에 따른 심근경색증 유병의 오즈비 (모형 1 - 모형 3 비교 계속)

　 모형 1 　 모형 2 　 모형 3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고혈압

없음 1 1

있음 2.05 1.341 3.139 0.001 2.04 1.329 3.128 0.001

고지혈증

없음 1 1

있음 1.98 1.254 3.139 0.003 1.94 1.214 3.082 0.006

당뇨병

없음 1 1

있음 1.04 0.653 1.649 0.874 1.05 0.654 1.698 0.829

협심증

없음 1 1

있음 　 　 　 　 4.68 2.437 8.985 <0.0001 4.66 2.371 9.151 <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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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흡연에 따른 심근경색증 유병의 오즈비 (모형 1 - 모형 3 비교 계속)

　 모형 1 　 모형 2 　 모형 3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스트레스

대단히 많이 느낀다 1

많이 느끼는 편이다 1.99 0.715 5.557 0.034

조금 느끼는 편이다 1.34 0.494 3.65 0.953

거의 느끼지 않는다 1.17 0.419 3.246 0.486

수면 시간

8시간 이상 1

7 시간 1.16 0.717 1.86 0.855

6 시간 이하 1.24 0.793 1.927 0.470

운동 빈도

매일 1

4-6 일 1.3 0.472 3.594 0.553

1-3 일 1.97 0.845 4.596 0.262

전혀 하지 않음 2.23 1.025 4.866 0.032

음주빈도

주 2-4 회 1

월 1-4 회 0.78 0.516 1.177 0.026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 　 　 　 　 　 　 　 　 1.5 0.923 2.426 0.023

*모형 1: 인구사회적 특성(성별, 연령, 결혼 상태, 교육 수준, 소득 수준, 직업)을 보정한 흡연과 심뇌혈관질환의 오즈비

*모형 2: 인구사회적 특성과 건강 상태(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협심증)를 보정한 흡연과 심뇌혈관질환의 오즈비

*모형 3: 인구사회적 특성, 건강 상태 및 건강 행태(스트레스, 수면 시간, 운동 빈도, 음주 빈도)를 보정한 흡연과 심뇌혈관질환의 오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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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 의

5.1.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심뇌혈관질환과 관련된 국내 선행 연구들은 교육 수준, 소득

수준, 직업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협

심증 등의 건강 상태 특성, 그리고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의 건

강 행태 특성 등을 고려한 질환의 유병 위험을 주로 분석하여 왔

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들 간 상호 작용과 관련성에 있어 스트레

스, 수면 시간 등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이는 해

당 변수들의 측정이 대상자의 주관적인 자가 보고에 주로 의존하

고, 불규칙적 건강 행태로서의 특성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

각된다. 그러나 심뇌혈관질환과 관련된 국외 연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스트레스와 수면 시간 정도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의 위험

이 다수 분석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내에서도 예방 가능한 만

성 질환에 대한 보다 통합적인 접근의 개념으로 이들 위험 요인

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심뇌혈관질환과 관련하여 국내 선행 연구들이 주로 다루

었던 위험 요인들이 흡연과 심뇌혈관질환의 관련성에 미치는 영

향을 사회경제적 요인 및 스트레스와 수면 시간을 중심으로 논의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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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흡연과 심뇌혈관질환의 관련성

연구 결과, 심뇌혈관질환 관련 특성을 보정하기 전 흡연으로

인한 뇌졸중과 심근경색증 유병 위험은 각각 약 1.8배, 약 2.1배

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흡연만으로도 심뇌혈관질환 위험이 증

가함을 알 수 있었다. 관련 특성을 보정하기 전 오즈비가 심근경

색증에서 더 높았던데 반해, 보정한 후 오즈비는 모형 1 - 모형

3 모두에서 일관되게 뇌졸중에서 높았다.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흡연의 위험은 선행 연구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Boden-Albala

등(2000)은 흡연은 허혈성 뇌졸중의 독립적 예측 인자로서 흡연

시 뇌졸중 위험이 약 1.9배 증가한다고 하였고, Prescott 등(1998)

은 흡연자의 경우 비 흡연자와 비교하여 여성은 약 2.2배, 남성은

약 1.4배 심근경색증 위험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의 보정 전후 달라진 오즈비는 심근경색증에

서 흡연의 단일한 요인에 의한 질병 위험이 뇌졸중보다 높고, 보

정 후 인구사회적, 건강 상태 및 건강 행태적 요소에 의한 흡연

영향의 중재 효과가 뇌졸중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심근경색증의 경우 흡연으로 인한 남성의 유병 위험이 뇌졸

중보다 높았는데, 심근경색증 진단자에서 남성 흡연 인구가 여성

보다 많았고 건강 행태에 의한 유병 위험이 심근경색증 진단자에

서 뇌졸중 진단자보다 높았음을 고려해볼 때, 건강 행태를 중심

으로 한 관련 특성과 생물학적 기전 간의 역학 관계에 대한 더

많은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남성 흡연 인구

의 비율이 높고 여성 흡연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심근경색증 위험이 높은 남성과 여성 흡연 인구

에 대해 직장, 학교, 그리고 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개선 가능한

건강 상태 및 행태의 장기적 관리와 피드백을 통해 흡연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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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심근경색증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뇌졸중 유병 위험 인구에 대해서는 보정 전 높

은 오즈비가 보정 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방의 효

과가 큰 낮은 연령대부터 지속적인 금연 교육 및 홍보를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흡연으로 인한 심뇌혈관질환 유병 위험은 뇌졸중과 심근경색증

모두에서 남성일 때, 연령이 증가할수록, 배우자와 함께 살지 않

을 때 높은 경향을 보였고, 성별과 연령은 유의한 위험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상태와 건강 행태를 보정하기 전 배우자

와 함께 살지 않을 때의 심뇌혈관질환 유병 위험은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뇌졸중에서 약 1.2배, 심근경색증에서 약 1.1배로 증가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조정진(2002)은 미혼자나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적은 경우 심혈관질환 사망률은 3-5배 증가한

다고 하여, 심뇌혈관질환에 있어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언급하

였다. 특히, 성별, 연령 및 결혼 상태 등의 요인에 의한 해당 취

약 인구의 건강 상태 및 행태는 장기적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 개인의 꾸준한 건강 상태 관리 및 건강 행태 개선

노력과 동시에 관련 요인에 의한 질병 위험을 예방,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적 보완을 통해 건강의 인구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흡연율의 성별 간 차이가 크고 전체적인 흡연

율도 높아, 비 흡연자에 대한 금연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흡연

으로 인한 각종 질병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

현재 흡연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금연 시 개선되는 건강 상

태와 건강 행태 등은 일차적으로는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감소 등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이차적으로는 흡연자의 흡연에

의한 간접흡연의 피해를 상당수 줄일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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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흡연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할 경우 발생하는 기업의 생산성

손실 및 정부의 사회 · 경제적 손실 등에 대한 비용 효율적 접근

이 될 수 있으므로, 비 흡연자 뿐 아니라 흡연자에 대한 금연 교

육 및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속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5.1.2.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흡연과 심뇌혈

관질환의 관련성

사회경제적 요인에서 뇌졸중은 교육 수준이, 심근경색증은 소

득 수준이 심뇌혈관질환 유병에 각각 더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

하였다. 뇌졸중의 경우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유병

위험이 높고 유의하였는데, 이는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에서 허혈성 뇌졸중으로 인한 유병률이 매우 높았다는

Jakovljević 등(200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심근경색증의 경

우 중졸의 교육 수준, 중상의 소득 수준에서 특히 유병 위험이

높았는데, 이는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관상동맥질환의 위험률이

높았다는 Carolina(2003)의 연구 결과와 상반되었으나, 교육 수준

이 높을 때 심근경색증 위험이 약 2.1배 높아지며, 고학력과 가족

력은 타 위험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심근경색증 유병에

작용한다는 Vitullo 등(1996)의 연구를 통해 뇌졸중에 비해 상대

적으로 높은 사회경제적 수준에서 심근경색증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일한 심뇌혈관질환임에도 뇌졸중과 심

근경색증 위험에 있어 사회경제적 수준의 차이가 있음은 흥미로

운 결과이다. 이러한 유병 위험의 차이는 직업 및 신체적, 정신적

건강 행태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심근

경색증 진단자만을 대상으로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별 분류를 통

한 해당 계층 내 건강 관련 특성 분석을 한다면, 사회경제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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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의한 질병 위험의 인과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흡연을 비롯해 낮은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른 거주지의

차이가 뇌졸중 발생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

므로 이러한 지리적 차이는 뇌졸중의 잠재적 예방 가능성을 의미

하고(Engström 등, 2001), 질병 위험이 각 개인의 사회적 특성을

보정한 후에도 이웃의 사회경제적 자원의 수준에 영향을 받아 이

웃의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 남성은 약 1.5배, 여성은 약 1.9배

심근경색증 위험이 높아지며(Stjarne 등, 2006), 급성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과 교육 수준 간 상관관계는 국가의 경제 발전 수준에

영향을 받아 선진국일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관련 질병의

위험이 감소한다(Chang 등, 2002)는 선행 연구들은 사회경제적,

환경적 맥락과 심뇌혈관질환이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낮은 교육 수준 및 소득 수준이 많이 분포

한 지역의 인구에 대해 건강 상태 및 건강 행태의 주기적인 실태

파악과 모니터링을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사회경제적 차이에

의한 심뇌혈관질환 유병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증 모두 직업군 내 유병 위험은 주부 및 학

생 등의 무직에서 가장 높고 유의했는데, 이는 65세 이상의 높은

연령층에서 뇌졸중과 심근경색증 진단자의 비율이 높은 것과 관

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의 위험이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나 사무 종사자

보다 높아, 전문직, 사무직보다 판매 서비스직과 생산직의 심뇌혈

관질환 유병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는 최민철 등(2009)

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Carolina(2003)는 관상동맥질환이 단순 육

체 근로자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군에서

높은 발병률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단순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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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의 경우 뇌졸중에서 약 1.3배 위험이 증가한 반면 심근경

색증에서는 약 0.6배 위험이 감소하여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

는 뇌졸중에서 남성의 단순 노무 종사자 비율이 심근경색증에서

의 비율보다 높고, 심근경색증 위험의 교육 및 소득 수준이 뇌졸

중 위험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

각된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등 상대적으로 심뇌혈관질환 위험이 높은 직업군을

중심으로 근무 환경과 개인의 건강 행태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보

건 정책적 중재가 필요할 것이다.

5.1.3. 건강 상태 특성에 따른 흡연과 심뇌혈관

질환의 관련성

건강 상태 특성에서 선행 질환이 있을 때 흡연으로 인한 심뇌

혈관질환 위험은 뇌졸중에서는 고혈압과 당뇨병에서만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심근경색증에서는 당뇨병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뇌졸중의 경우 유병 위험은 고혈압, 협심증, 당뇨병,

고지혈증 순이었고, 심근경색증의 경우 유병 위험은 협심증, 고혈

압, 고지혈증, 당뇨병 순이었다. 또한, 고혈압이 있을 때의 뇌졸중

유병 위험은 약 3.7배, 협심증이 있을 때의 심근경색증 유병 위험

은 약 4.7배로 타 질병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아, 고혈압과 협심

증이 있을 경우 해당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집중적 예방 및 관리

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고혈압이 있을 경우 뇌졸중 위험이 약 3.7배로

약 2배인 심근경색증 위험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Kjeldsen 등

(2001)도 혈압은 심뇌혈관질환의 유병률과 연관되고, 고혈압은 심

근경색증보다 뇌졸중과 더 관련성이 크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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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지하였다. 한편 박우석 등(1998)은 여성에 있어 허혈성 심장

질환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고혈압이라고 하여 심근경색증에

성별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언급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흡

연 여부에 중점을 두어 성별 간 심뇌혈관질환 유병 위험을 분석

하지 못하였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의 근거를 바탕으

로 심뇌혈관질환의 선행 질환인 고혈압의 발생에 흡연과 성별이

미치는 영향 간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Abbott 등(1987)은 당뇨병이 있는 경우 뇌졸중 위험은 비 당

뇨군에 비해 2배 증가한다고 하였고, Eliasson 등(2003)은 당뇨병

이 있는 경우 뇌졸중과 심근경색증 위험이 4-6배 증가한다고 하

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흡연 시 뇌졸중 위험

은 약 1.5배, 심근경색증 위험은 약 1.1배로 유의하게 높아진 결

과를 보여, 당뇨병이 있을 경우 흡연 시 심뇌혈관질환 유병 위험

은 뇌졸중에서 더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제 2형 당뇨병이

있을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치

사율(fatal rate)이 증가하므로(Stevens 등 ,2004), 이에 대한 방안

으로 흡연으로 인한 심뇌혈관질환 위험에 있어 2형 당뇨병의 영

향에 대한 대중적 홍보와 정책적 예방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고지혈증은 심뇌혈관질환과 관련되어 있고(Vidrine 등,

2009), 65세 이상 노인에서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심뇌혈관질

환의 위험을 높이며(Alexander 등, 2009), 고지혈증은 뇌졸중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LDL 수치를 낮추고 HDL 수치를 높이는 것

이 심뇌혈관질환의 위험 감소와 관련되므로(Lewis 등, 2010), 흡

연과 심뇌혈관질환의 관련성에 있어서 평소 고지혈증을 관리하는

것도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있어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고지혈증이 있을 경우 뇌졸중 위험은 약 1.2배, 심근경색증 위험

은 약 2배 정도 증가된 결과를 보여, 흡연자의 경우 고지혈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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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심근경색증 유병 위험에 특히 더 많은 경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심근경색증 진단자에서 협심증이 있을 경

우 심뇌혈관질환 위험이 약 4-5배 증가하였는데, 서지현 등(2002)

은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협심증이 선행됨에 따라 심전도에

변화가 있었다고 하여, 협심증이 선행될 경우 심근경색증 유병

위험이 증가한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였다. 협심증은 심근의

산소 요구와 공급 간의 일시적 불균형에 의해 초래되는 심장에서

기인한 흉부 불쾌감이나 흉통으로(김기식 등, 2000), 최근에 한국

에서도 협심증이 급증하고 있으며, 협심증 유병에 고혈압, 당뇨

병, 고지혈증, 흡연 등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비만이 유의한 위험

요인으로 분석되었다(최명자 등, 2008). 건강 상태 특성은 각 개

인의 선천적 요인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특성, 건강 행태 특성에

의해 심뇌혈관질환에 앞서 나타날 수 있으므로, 뇌졸중과 심근경

색증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고혈압과 협심증 등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정기적 진단과 지속적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5.1.4. 건강 행태 특성에 따른 흡연과 심뇌혈관

질환의 관련성

건강 행태 특성에서 운동 빈도를 제외한 스트레스, 수면 시간,

음주 빈도에 의한 흡연 시 심뇌혈관질환 위험은 뇌졸중보다 심근

경색증에서 높았는데, 이는 심근경색증에서 건강 행태 요인에 의

한 위험이 뇌졸중에서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흡연에 따른

심근경색증 예방에 있어서 건강 행태 요인에 중점을 둔 중재가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뇌졸중의 경우 스트레스를 거의 느끼지 않을 때 유병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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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5배로 가장 높고 유의하였고, 심근경색증의 경우 스트레스

인지 정도가 높아질수록 위험이 증가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

는 편일 때 유병 위험이 약 2배로 가장 높고 유의하여, 각각 상

반된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심근경색증의 경우 평소 스

트레스 인지 정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나, 뇌졸중의 경우 높은

스트레스 수준이 유병 위험에 결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근거를 얻

지 못하였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편일 때 뇌졸중 위

험은 약 1.2배로 심근경색증의 위험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 흡연과 뇌졸중 간 관련성은 스트레스 외에도 다양한

건강 행태나 각 개인의 기본적인 건강 상태와 좀 더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향후 연구에서

는 흡연 시 스트레스에 의한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의 위험 차이

간 인과관계를 고찰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흡연과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에서 윤숙희 등(2006)은 직무 스트레스와

흡연은 직접적 상관관계는 없으나, 직무 스트레스는 우울에 영향

을 미치고 우울은 흡연과 음주를 증가시키는 매개 역할을 하므

로, 흡연과 음주의 감소 및 스트레스 관리에서 우울에 대한 접근

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직무 스트레스는 혈압 증가와

심뇌혈관질환의 발생과 연관되고 이는 특히 남성에 있어 관련성

이 높으며(Pickering, 2001), 심리적 스트레스가 고혈압 및 이로

인한 심뇌혈관질환의 유병률과 사망률에 기여한다(Schneider 등,

2005)는 연구 결과들은 스트레스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와

관련되어 심뇌혈관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었다.

스트레스와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 Rosengren 등(2004)은 심리

적 스트레스와 심근경색증의 관련성을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

정에서의 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 그리고 과거 주요한 사건으

로 인한 스트레스로 나누어 총 4가지 항목으로 조사하였다. 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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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호주 그리고 미국 전역을 중심으로 총

52개국에서 11,119명의 심근경색증 대상자와 이들과 성별과 연령

이 일치하는 대상자들을 짝 지워 인구사회적 요인, 교육 수준, 소

득 수준, 심뇌혈관질환의 위험 요인 등을 표준화하고 성별, 연령,

지역 및 흡연을 보정한 후 분석한 결과, 심근경색증 대상자 집단

의 경우 정상 대상자 집단과 비교하여 4가지 스트레스 요인 모두

에서 비율(%)과 오즈비가 유의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장

에서의 심근경색증 유병 위험은 특정 기간 동안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한 경우 약 1.4배, 과거 지속적인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한 경

우 약 2.1배 증가하였고, 가정에서의 심근경색증 유병 위험은 특

정 기간 내 스트레스에서 약 1.5배, 지속적인 스트레스에서 약

2.1배 증가하였다. 또한, 극심한 경제적 스트레스는 정상 대상자

집단보다 심근경색증 대상자 집단에서 약 1.3배 높아졌고, 과거

주요한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심근경색증 대상자가 약 1.5배

높았으며, 이러한 심근경색증 대상자와 정상 대상자 간 스트레스

에 따른 심근경색증 유병 위험은 지역, 인종, 성별에 무관하게 일

관된 차이를 보였다고 하였다. 또한, Gallo 등(2003)은 낮은 사회

경제적 환경을 가진 경우 스트레스의 증가에 대한 대처능력의 감

소로 인해 부정적 감정과 인지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한다고 하였

고, Cacioppo 등(2003)은 독신인구의 증가로 사회적 고립을 경험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고립된 젊은 성인의

경우 일상적 스트레스에 비해 집중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

고 스트레스에 수동적으로 대처하기 쉬우므로, 국가 차원의 건강

관리 기획에서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 인식의 중요성과 사회적

연결 유지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직무 스트레스를 포함한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해 누구나 심뇌혈

관질환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스트레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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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 능력 향상과 사회적 지지 등이 장기적인 심뇌혈관질환 예방

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보건 교육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심뇌혈

관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수면 시간에서는 뇌졸중의 경우 7시간 수면에서 유병 위험이

가장 낮고 8시간 이상 수면에서 유병 위험이 가장 높았으나, 심

근경색증의 경우 수면 시간이 감소할수록 위험이 증가하여 8시간

이상 수면에서 유병 위험이 가장 낮고 6시간 이하 수면에서 유병

위험이 가장 높아, 뇌졸중과 심근경색증 모두에서 7시간 수면을

기준으로 더 많거나 적은 수면 시간이 심뇌혈관질환 위험을 높임

을 확인하였다.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흡연을 비롯한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수

면 시간과 관련된 수면 장애, 수면의 질에 따라 직 ∙ 간접적인

심뇌혈관질환 발생 원인이 됨을 보고하였다. 수면과 흡연의 관련

성에 대해 Phillips 등(1995)은 14-84세에 해당하는 484명을 대상

으로 수면과 관련된 건강 설문지에 응답하게 한 결과, 흡연자의

경우 비 흡연자와 비교해 수면 상태에 들어가고 유지하는 것, 낮

시간 졸림, 우울, 다량의 카페인 섭취 등을 응답한 경우가 유의하

게 많아, 흡연이 수면 장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Nakata

등(2008)도 현재 흡연자의 경우 비 흡연자와 비교하여 아침에 일

어나기 힘든 경우(DAM: Difficulty Awakening in the Morning)

가 남성이 약 1.5배, 여성이 약 2배였고, 직장 내 간접흡연에 노

출된 비 흡연자 남성에서 6시간 미만의 짧은 수면 시간을 가질

위험이 약 1.8배 증가하였다고 하여, 흡연이 정상적 수면을 방해

하는 부정적 요인임을 언급하였다. 또한, 중년 남성과 여성의 심

근경색증 위험은 5시간 이하의 수면 시간에서 여성은 약 3배, 남

성은 약 1.1배 증가하고, 9시간 이상의 수면 시간에서 여성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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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배, 남성은 약 1.1배 각각 증가하며(Meisinger 등, 2007), 7시간

을 기준으로 더 많거나 적은 수면 시간은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증가시키므로(Ikehara 등, 2009), 수면 시간은 심뇌혈관

질환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Shankar 등, 2008).

수면 시간뿐 아니라, 수면무호흡증(OSA: Obstructive Sleep

Apnoea)이나 코골이(snoring) 등으로 인한 수면 장애 역시, 수면

의 질을 낮추고 심뇌혈관질환 발생을 증가시킨다. 수면 무호흡증

은 뇌졸중, 심근경색증의 원인으로 공중 보건 문제로서 점차 인

식되고 있고(Malhotra 등, 2009), 복부 비만, 고혈압, 이상지혈증

등의 대사증후군과 관련되어 동맥경화증의 발전을 직접적으로 촉

진시키므로(Lam 등, 2010), 수면 무호흡증에 대한 효율적 치료가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킴(Peker 등, 2002)을 인식하는 것

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코골이와 낮 동안의 졸음은 각 개인의

수면 습관이 아니라 질병과 심리사회적 기능과 관련되어(Bliwise

등, 1994), 수면 시 코골이를 하는 경우 연령, 흡연 여부, 체질량

지수(BMI) 등과 독립적으로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므로, 관련된 기전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Hu

등, 2000).

한편, 적거나 많은 수면 시간으로 인한 수면 장애가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데 있어, 비만은 중요한 작용을 한다. 수면

시간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 Chaput 등(2008)은 7-8시간의 평균

수면 시간과 비교하여 더 적거나 많은 수면 시간은 체중 및 체지

방 증가의 위험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Patel 등(2006)도 여성

의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일 경우 약 1.2배 정도 비만 위험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또한, 비만일 경우 심부전을 일으킬 위험이

남성은 약 2배, 여성은 약 2.1배 높아질 수 있으므로(Kenchaiah

등, 2002), 적거나 많은 수면 시간으로 인한 비만은 심뇌혈관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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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의 원인으로 보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수면

시간과 비만에 관한 연구는 적은 수면 시간과 비만 위험 증가 간

에 일관된 결과가 나타남에도 그 인과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 이와 관련된 앞으로의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Young, 2008), 수면이 비만에 대한 유일한 답은 아니나 비만 예

방의 접근 중 하나가 될 수 있어(Taheri, 2006), 비만으로 인한

선행 질환 및 심뇌혈관질환 유병 위험에 대한 건강 행태적 대안

으로 수면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면 시간은 사회경제적 요인과도 관련이 있었는데, 평균

보다 적거나 많은 수면시간에 대해 Hale 등(2005)은 미혼의 결혼

상태와 대졸 이하의 교육 수준에서 나타난다고 하였고, Krueger

등(2009)도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낮거나 소득원이 적을 경우

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교대 근무자의 경우 주간 근무자보

다 평균 15분 정도 수면 시간이 짧고, 기능직, 공장 노동자, 운전

기사 등의 직업에서 근무 시간 내 졸음 위험은 약 1.6배, 2.1배,

2.0배로 증가한다(Ursin 등, 2009)는 연구 등은 수면 시간의 차이

가 잠재적으로 사회경제적 수준 및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렸다. 또한 흑인과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의 집단은 적

은 수면 시간과 낮은 수면 효율성 등 수면 장애 위험이 더 높다

(Mezick 등, 2008)는 연구를 통해 수면 시간에 있어 인구사회적,

문화적 차이도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격차

에 의한 교육과 소득 수준 차이는 직업의 차이로 나타나므로, 육

체적 노동자나 직업학생 등의 지적 노동자 등에 대해, 불규칙한

근무 시간,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한 질병 위험의 예방을 목적

으로, 건강권 차원에서 법정 근로 시간을 보장하는 등 관련 종사

자가 적절한 휴식 및 수면 시간을 취할 수 있는 정책적인 개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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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면 시간은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데 고혈압이 있

을 경우 수면 부족은 다음 날 혈압과 심박수를 증가시켜 급성 심

혈관계질환의 증가를 일으킬 수 있고(Lusardi 등, 1999), 여성의

경우 5시간 이하의 수면 시간에서 고혈압 위험이 약 2배 증가하

므로(Cappuccio 등, 2007), 적절한 수면 시간을 취하는 것은 심뇌

혈관질환의 선행 질환인 고혈압 예방을 위한 중요한 건강 행태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당뇨병의 경우 6시간 미만과 9시간 이상

의 수면 시간에서 증가하고(Gottlieb 등, 2005), 짧은 수면 시간을

동반한 불면증은 2형 당뇨병 위험 증가와 관련되어, 불면증일 경

우와 5시간 이하 수면 시간을 가지는 경우에서 당뇨병 위험은 각

각 약 3배, 약 2.1배 증가한다(Vgontzas 등, 2009). 그리고 serum

lipid와 lipoprotein 수치와 수면 시간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5

시간 미만의 수면 시간을 가지는 여성에서 HDL 콜레스테롤 수

치는 약 6배로 8시간 이상 수면에서의 약 4.3배보다 높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8시간 이상 수면을 하는 남성에서 낮다

(Kaneita 등, 2008). 이와 같이 수면 시간은 고혈압뿐 아니라 당

뇨병, 고지혈증 등 다양한 건강 상태에 영향을 주어 간접적인 심

뇌혈관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건강 상태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비만의 위험을 높이는 선행 질환을 가진 경

우,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적정한 수면 시간을 유

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면 시간은 건강 행태와도 상관관계가 높다. Abbott 등(1987)

은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수면 시간이 감소하고 스트레스가 적을

때는 수면 시간이 증가한다고 하였고, Hall 등(2008)은 지속되는

경제적 압박은 수면 방해와 유의하게 관련된다고 하였으며,

Paulsen 등(1991)은 우울과 같은 심리적 스트레스의 지표들은 자

가 보고된 수면에 직접적으로 반대 효과를 준다고 하여, 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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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수면 장애의 원인이 됨을 지지하였다.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 장애가 심뇌혈관질환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흡연, 음주를 관리함과 동시에 규칙적이

고 건전한 건강 행태가 필요한데, 적절한 운동은 수면 시간 조절

에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14세 이상 대상자

47,731명을 중심으로 수면 시간과 걷기 활동과의 관련성을 연구

한 결과, 평균 정도의 수면 시간을 가지는 경우 휴식과 야외활동

등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반면 평균보다 더 짧거나 긴 수면 시

간을 가지는 경우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많았고(Basner 등,

2007), PSQI(Pittsburgh Sleeping Quality Index)를 이용하여 측

정한 50-76세 성인의 중등도 운동 시행의 결과, 수면의 질, 지속

성, 그리고 수면 시간이 향상되어(King 등, 1997), 운동과 수면

시간이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운동 빈도가 감소할수록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에

서 유병 위험이 증가하였으나, 심근경색증에서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을 때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을 때 흡

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은 뇌졸중에서 약 1.3배, 심근경색

증에서 약 2.2배로 심근경색증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주 1-3회

운동 시 흡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위험은 뇌졸중의 경우 약 1.1

배로 매일 운동할 때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심근경색증의 경우

약 2배로 상대적으로 높은 유병 위험을 보였다. 또한, 주 2-4회

운동 시 흡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위험은 뇌졸중의 경우 약 0.8

배로 감소하였으나, 심근경색증의 경우 약 1.3배 정도로 높게 유

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심근경색증에 있어서는 운동뿐 아니라 그

외 건강 상태 및 건강 행태의 다양한 인과관계를 고려한 예방적

접근이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운동 빈도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Willich 등(1993)은 격렬한 신체 활동은 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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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증 위험의 일시적 증가와 관련되어 특히 불규칙적인 운

동 패턴을 가지는 사람에서 발생한다고 하였고, Shibata 등(2010)

은 신체 활동과 심뇌혈관질환과의 관련성에 관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 9,810명을 대상으로 신체 활동을 나타내는 지표인

PAI(Physical Activity Index)를 이용하여 약 3년 간 조사하고 약

12년 간 추적한 결과, 신체 활동은 심뇌혈관질환인 뇌졸중과 심

근경색증으로 인한 사망 위험의 감소와 관련되나 남성과 여성 모

두에서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아, 이들 관련성에 더 많은 근

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에 근거하여, 향후 연구에서

는 운동 빈도와 관련된 표준화된 기준과 지표에 의한 객관적인

측정 및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음주 빈도는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에서 빈도가 낮을수록 유병

위험이 증가하였고 모두 유의하였다. 연구 결과, 최근 1년간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을 경우 흡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은 뇌

졸중에서 약 1.9배, 심근경색증에서 약 1.5배로 모든 빈도 중 가

장 높았고, 월 1-4회 음주 시 흡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위험은

뇌졸중에서 약 0.96배, 심근경색증에서 약 0.8배로 주 2-4회에서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흡연 시 심뇌혈관질환 위험을 가장 낮

추는 음주 빈도는 월 1-4회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는 과도한 음주는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증

가시키지만 정상 음주는 심뇌혈관질환의 사망률을 감소시키며

(Ikehara 등, 2008), 적절한 음주를 하는 경우 HDL 수치가 높아

져 심근경색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Hines 등, 2001)고 하

여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였다. 또한, Roehrs 등(2001)은 음

주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음주로 섭취된

알코올이 다양한 수면 상태와 단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음주로 인한 수면 양상의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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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에 미치는 효과에 관해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5.1.5. 연구 결과의 함의

본 연구에서는 흡연과 심뇌혈관질환의 관련성에서 성별, 연령

등과 연관되어 높은 유의성을 가지는 건강 상태, 특정 건강 행태

의 파악에만 분석을 한정하지 않고, 국내 연구에서 거의 다뤄지

지 않았던 스트레스와 수면 시간이 사회경제적 요인과 그 외 건

강 상태 및 건강 행태에 작용하는 간접적인 인과관계를 다각도로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논의를 통해 흡연은 모든 건강

관련 특성과 독립적으로 심뇌혈관질환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심뇌혈관질환 관련 특성을 보정하기 전 흡연

으로 인한 뇌졸중과 심근경색증 유병 위험은 각각 약 1.8배, 약

2.1배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흡연만으로도 심뇌혈관질환 위험

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고, 관련 특성을 보정하기 전 오즈비가

심근경색증에서 더 높았던데 반해 보정한 후 오즈비는 모형 1 -

모형 3 모두에서 일관되게 뇌졸중에서 높아, 심근경색증에 있어

흡연에 의한 질병 위험과 인구사회적 특성, 건강 상태 및 건강

행태적 특성에 의한 흡연 영향의 중재 효과가 뇌졸중보다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회경제적 요인은 흡연을 비롯한 모든

건강 관련 특성에 대해 소득 수준, 교육 수준 및 직업에 따른 건

강 영향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특성으로, 스트레스와 수면

시간에 있어서도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효과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심뇌혈관질환 유병 위험은 심근경색증에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 때 높았으나 뇌졸중에서는 스트레스를 거의 느끼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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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유의하게 높아져 스트레스와 심뇌혈관질환과의 일관된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없었는데, 이는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뇌

졸중에서 심근경색증보다 사회경제적 영향에 의한 위험은 높고

건강 행태적 영향에 의한 위험은 낮은 것이 원인이 되어 복합적

으로 작용하였고, 본 연구에서 다룬 스트레스는 대상자의 평소

스트레스 인지 정도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스트레스에 대한 각

개인의 주관적, 심리적인 견해를 배제할 수 없으며, 흡연자인 뇌

졸중 대상자의 경우 심근경색증 진단자에 비해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와 관련된 특정 응답 경향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높은 수준

의 스트레스에서 뇌졸중보다 심근경색증 유병 위험이 높았던 연

구 결과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있어 스트레스 관리의 우선순위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수면 시간의 위험은 뇌졸중에서보다 심근경색증에서 전

반적으로 높았으나 위험 정도가 약 1.2배 정도 증가한 수준이었

고, 뇌졸중의 경우는 6시간 이하의 수면에서 심뇌혈관질환 위험

이 약 0.8배로 오히려 감소하여, 수면 시간이 적을수록 위험이 증

가한다는 선행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이는 흡연의 영향을 포함

하여 건강 상태와 그 외 건강 행태 등을 모두 보정한 후 심뇌혈

관질환의 다양한 위험 요인들을 모두 고려하여 오즈비를 분석하

였기 때문에, 심뇌혈관질환 유병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건강 상태나 스트레스, 음주 빈도, 운동 빈도 등 그 외 건강 행태

에 비해 오즈비와 유의성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

석된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스트레스로 인

한 흡연과 음주 등의 건강 행태 증가, 흡연과 수면 장애의 관계,

수면 장애로 인한 비만 등의 대사증후군 위험 증가, 건강 상태와

건강 행태에 수면이 미치는 영향 등은 수면 시간과 질이 간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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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심뇌혈관질환 유병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각 개인은 스

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대처 능력을 획득하고 규칙적이고

적절한 수면 시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보건 교육적 · 보건

정책적 관점에서는, 스트레스와 수면 시간과 같이 비교적 덜 알

려졌으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 행태 특성에 대해 효

과적으로 알리고, 보다 포괄적인 보건 정책을 수립하려는 노력을

차후 시간을 두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5.2. 연구 자료와 방법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 사용한 건강설문조사는 검진조사, 영양조사와 함

께 국민건강영양조사 내 조사부문 중 하나로서 가구조사, 건강면

접조사, 건강행태조사, 손상 및 의료이용, 이환카드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가구조사, 건강면접조사 및 건강행태조사

자료만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자료는 우리나라 인구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한 특성상, 국민 전체의 포괄적인 건강 상태 및

행태 파악을 목적으로 하므로, 수집된 표본에 대한 대표성과 신

뢰성이 높은 반면 해당 연구에 자료를 적용함에 있어 대규모 자

료로서의 한계도 있었다. 연구 자료와 방법과 관련된 한계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자료는 단면 연구의 특성을 가지므로 흡연과 심뇌혈관질

환과의 시간적 선후 관계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심뇌혈관질환 진단을 받은 시기와 흡연을 시작

한 시기를 고려한 장기 추적 연구를 통해 시간적 인과 관계를 더

정확히 분석하여, 사회경제적 요인 및 스트레스와 수면 시간을

중심으로 한 흡연과 심뇌혈관질환과의 관련성 연구를 심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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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안한다.

둘째, 건강설문조사에서 흡연 여부를 묻는 항목에는 평생 흡연

여부와 현재 흡연 여부가 포함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WHO

에서 정한 흡연자 기준에 의해 평생 흡연 여부만을 흡연 유무의

기준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흡연과 질환과의 관련성을 분석하

는데 있어 현재 흡연 여부는 포함시키지 않아, 흡연자에 대한 기

준이 다소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향후 흡연과 관련된 연

구에서는 간접흡연을 포함하여 흡연 여부에 대한 좀 더 세분화,

표준화된 기준을 근거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셋째, 심뇌혈관질환 및 고혈압, 당뇨병 등 건강 상태 특성에 대

한 기준을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의사 진단 여부로 하였으나, 일

부 대상자의 경우 소수이기는 하나 의사 진단 여부가 아닌 치료

를 위한 약물 복용 등 관련 질환 유병을 표시하는 다른 항목에만

응답한 경우도 있어, 질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일부 제외된 대

상자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우까지 모두 포

함하여 좀 더 정확한 대상자 선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건강 행태 특성에서 중등도 운동을 기준

으로 한 1주간 운동 빈도와 1년간 음주 빈도를 사용하였으나, 고

강도 운동, 걷기 운동 등 그 밖의 운동 강도에서의 운동 빈도와

1회 음주 빈도 등은 적용하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각 강도

와 빈도별로도 관련 분석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심뇌혈관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영양적

측면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나,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향

후 연구에서는 건강과 영양을 통합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연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여섯째, 본 연구는 흡연과 심뇌혈관질환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흡연과 뇌졸중의 관련성, 흡연과 심근경색증의 관련성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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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석하고 흡연으로 인한 질환 유병의 오즈비를 산출하였다.

그러나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을 동시에 가진 대상자에 대해 흡연

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심뇌혈관질환의 오즈

비 분석에서 성별 간 위험의 차이는 비교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

다. 이는 연구 자료의 특성상 설문조사 시, 연구 대상 전체 중 뇌

졸중과 심근경색증을 동시에 가진 대상자의 수가 많지 않았고,

본 연구가 뇌졸중과 심근경색증 동시 진단자의 특성이나 성별이

아닌 사회경제적 요인 및 스트레스와 수면 시간의 영향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에 있어 흡연

에 따른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의 관련성을 고려하기에 충분한 대

상자 수를 확보하고, 주제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려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89

6. 결 론

이상으로 본 연구는 흡연과 심뇌혈관질환의 관련성을 사회경제

적 요인 및 스트레스와 수면 시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를 통해 뇌졸중과 심근경색증 진단자의 특성을 파악하였고, 흡연

에 따른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의 유병 위험을 보고자 인구사회적

특성, 건강 상태 특성, 건강 행태 특성을 단계적으로 보정한 4단

계 모형을 이용하여 오즈비를 분석하였다. 모든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증 진단자의 특성은 대상자 전체와 비교하

여 60-79세,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교육 수준과 소득 수

준이 낮은 경우가 많았다. 남성과 여성, 흡연자와 비 흡연자의 비

율 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심근경색증의 경우 남성

이 여성보다 조금 더 많았다. 심뇌혈관질환 관련 특성을 보정하

기 전 흡연으로 인한 뇌졸중과 심근경색증 유병 위험은 각각 약

1.8배, 약 2.1배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흡연만으로도 심뇌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흡연으로 인한 심뇌혈

관질환 유병 위험은 뇌졸중과 심근경색증 모두에서 남성일 때,

연령이 증가할수록, 배우자와 함께 살지 않을 때 높은 경향을 보

였고, 성별과 연령은 유의한 위험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요인에서 뇌졸중은 교육 수준이, 심근경색증은 소

득 수준이 심뇌혈관질환 유병에 각각 더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

하였다. 뇌졸중의 경우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유병

위험이 높고 유의하였고, 심근경색증의 경우 중졸의 교육 수준,

중상의 소득 수준에서 특히 유병 위험이 높았다. 직업군 내 유병

위험은 뇌졸중과 심근경색증 모두 주부 및 학생 등의 무직에서

가장 높고 유의하였고,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의 위험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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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나 사무 종사자보다 높았으며, 단순 노무

종사자의 경우 뇌졸중에서 심근경색증보다 유병 위험이 높았다.

건강 상태 특성에서 선행 질환이 있을 때 흡연으로 인한 심뇌

혈관질환의 위험은 뇌졸중에서는 고혈압과 당뇨병에서만 유의하

게 증가하였고, 심근경색증에서는 당뇨병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

하게 증가하였다. 뇌졸중의 경우 유병 위험은 고혈압에서 가장

높았고, 심근경색증의 경우 유병 위험은 협심증에서 가장 높았다.

건강 행태 특성에서 운동 빈도를 제외한 스트레스, 수면 시간,

음주 빈도에 의한 흡연 시 심뇌혈관질환 위험은 뇌졸중보다 심근

경색증에서 높았다. 스트레스에서는 뇌졸중의 경우 거의 느끼지

않을 때, 심근경색증의 경우 많이 느끼는 편일 때 각각 유병 위

험이 가장 높고 유의하였다. 수면 시간에서는 뇌졸중의 경우 8시

간 이상 수면에서 유병 위험이 가장 높았으나, 심근경색증의 경

우 6시간 이하 수면에서 유병 위험이 가장 높았다. 운동 빈도에

서는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에서 빈도가 감소할수록 유병 위험이

증가하였고, 심근경색증에서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을 때만 유의하

였다. 음주 빈도에서는 뇌졸중과 심근경색증 모두에서 최근 1년

간 음주 경험이 없을 때 유병 위험이 가장 높았고, 모든 빈도에

서 유의하였다.

오즈비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흡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의 위

험은 뇌졸중에서는 교육 수준, 소득 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

인이, 심근경색증에서는 스트레스와 수면 시간과 같은 건강 행태

적 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

다. 본 연구를 통해 스트레스와 수면 시간은 심뇌혈관질환 유병

과 관련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와 관련해 스트레스 대처

능력 향상과 적정 수면 시간 유지가 심뇌혈관질환의 효과적인 예

방 방안의 하나로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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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과 심뇌혈관질환의 관련성에 있어 사회경제적 요인 및 스

트레스와 수면 시간을 중심으로 한 국내 연구는 흔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흡연과 심뇌혈관질환의 관련성에서 성별, 연령 등과

연관되어 높은 유의성을 가지는 건강 상태나 특정 건강 행태의

파악에만 분석을 한정하지 않고, 국내 연구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던 스트레스와 수면 시간이 사회경제적 요인과 그 외 건강

상태 및 건강 행태에 작용하는 간접적인 인과 관계를 다각도로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상자와 관련

특성 등을 고려해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심뇌혈관질환 유병의 위험 요인 중 사회경제적 요인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취약한 인구집단에

대한 보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며, 스트레스와 수면 시간과 같

은 건강 행태 요인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과 보건 교육적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존 비 흡연자 예방뿐 아니라 흡연자 금연 감소

에도 관심을 둔 통합적인 정책 근거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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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rrelation Between

Smoking and Cardiovascular

diseases

-Based on the 4th & 5th KNHANES-

Hyewo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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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in Health Care Management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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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objectiv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smoking and cardiovascular diseases, focused on the

effect of the socioeconomic factors, stress and sleeping time.

The study was based on the Fourth & Fifth 1st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KNHANES

Ⅳ&Ⅴ).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were 25,668 Korean

adults over 19-years-old participated in health research

survey. The study used questionnaire of smoki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health comorbidity characteristics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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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avior characteristics in health research survey from

KNHANES Ⅳ&Ⅴ. The study used 4 step model applyi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health comorbidity characteristics

and health behavior characteristics from health research survey

to see the effect of the socioeconomic factors, stress and

sleeping time on stroke and myocardial infarction risk.

Collected data was statistically analyzed frequency&

percentage, correlations and odds ratio(OR) at frequency

analysis, chi-square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pectively.

As a result, people with stroke and myocardial infarction

were aged 60-79, living with spouse, in low level of

socioeconomic status compared with people without

cardiovascular diseases. By and large, the proportions of sex

and smoking history of participants on stroke and myocardial

infarction were similar except that the percentage of male

participants was higher than female in myocardial infarction.

In addition, the risk of cardiovascular diseases was increased

almost 2 times caused by smoking. The risk of stroke was

the highest at low educational level, low income level, nearly

unconscious of stress and more than 8-hours of sleeping time.

In contrast, the risk of myocardial infarction was the

maximum at middle school graduate, middle-high income,

conscious of much stress and below 6-hours of sleeping time.

In conclusion, the results shows that socioeconomic

factors, stress and sleeping time can affect cardiovascular

diseases. Also, improvement of stress coping abili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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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aining moderate sleeping time can be considered as one

of the effective way to prevent cardiovascular diseases. The

study of the correlation between smoking and cardiovascular

diseases, focused on the integrated effect of the socioeconomic

factors, stress and sleeping time was rare in Korea. In this

study, diverse risk factors including stress and sleeping time

were analyzed to prevent cardiovascular diseases more

effectively. Health educational intervention for sound health

behavior and health policy approach for vulnerable population

should be needed related to these risk factors. Furthermore,

comprehensive political evidence can be continuously provided

to prevent smoking not only for non-smokers but also for

smokers.

Key words: smoking; cardiovascular diseases; correlation;

socioeconomic factors; stress; sleep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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