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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Even a small smoking amount can increase the risk of lung cancer and
cardiovascular diseases. The association between low-intensity smoking [<1/1–10 cigarettes
per day (CPD)] and metabolic syndrome (MS) remains unknown.
Methods: Overall, 4,130 men aged >18 years were recruited from the 2015-2016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and divided by smoking history into never
smoker, former smoker, intermittent smoker (<1 CPD), light smoker (1–10 CPD), moderate
smoker (11–19 CPD), and heavy smoker (≥20 CPD). We investigated the association between
current smoking amount, cigarette smoking duration, and pack-year and MS and its
components. The association between smoking status and MS was evaluated with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fter adjusting for age, body mass index, house income, marital status,
alcohol consumption, physical activity, and comorbidity.
Results: Multivariate analysis revealed a dose–response association with smoking intensity
and abdominal obesity, low high-density lipoprotein (HDL) cholesterol, high triglycerides,
and MS but not with high blood pressure and high fasting glucose. The smoking amount that
increased the risk was different for each component but significant for intermittent smoking
(high triglycerides), light smoking (low HDL cholesterol), moderate smoking (MS), and heavy
smoking (abdominal obesity). Similar dose–response association was observed between
pack-year and MS.
Conclusions: Smoking has a dose–response association with MS but this association is
inconsistent among its components. The risk of high triglycerides and low HDL cholesterol
may increase even with low-intensity smoking, but the association between smoking and high
blood pressure and glucose is not defi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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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 2019 b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esearch on Nicotine and Tobacco.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89

JKSRNT Vol. 10, No. 2, Dec. 2019

배

경

하여 흡연과 대사증후군 및 대사증후군의 각 요소의 연관성을
평가하였다. 특히 하루 1개비 미만, 하루 1-10개비 흡연자에서

대사증후군은 전 세계적인 보건 문제 중 하나로 한국인에서

대사증후군 및 대사증후군 구성요소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지에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질환이다. 2015 년 기준으로 한국인의 대

대해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흡연 수준에 따른 대사증후군의 위

사증후군 유병률은 19.5%로 보고되고 있다.(1) 대사증후군과

험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흡연량, 총 흡연기간, 흡연갑년과 대

관련된 암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2012년 기준 미화 1,980만 달

사증후군 사이의 용량 반응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러로 대사증후군이 제 2형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 및 모든 원인
의 사망률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는

방

법

바, 이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2,3) 이
에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보건 관리

1. 연구 대상

가 필요하며 대사증후군의 및 그 구성요소와 관련된 위험요소를

2015년, 2016년에 시행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6기 3차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사증후군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

도 자료와 제7기 1차년도의 2개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국민건강

인으로는 유전요인, 노화,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 적은 신체활동,

영양조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민의 건강수준, 건강행태, 식

서구식 식생활 패턴, 흡연 등이 거론되었다.(4,5)

품 및 영양섭취 실태에 대해 대표성 및 신뢰성을 갖춘 기초자료

흡연은 심혈관 질환과 제 2형 당뇨병의 주요 위험 요인이며 대

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인구기반, 전국 단위의 단면 연

사증후군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대부

구 조사이다. 2단계 층화집락표본추출방법을 적용하였고, 시도,

분의 단면연구, 종적연구, 메타분석에서 흡연은 대사증후군과

동읍면, 주택유형(일반주택, 아파트)을 기준으로 추출틀을 층화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7-11) 흡연은 대사증후군의 구성요소

하였다. 조사구는 연간 192개, 제6기(2013-2015), 제7기

중 고밀도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중성지방을 높일 뿐 아니라,

(2016-2018) 3년간 576개를 추출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며 대사증후군 및 심혈관계 질환의

는 건강설문조사, 영양조사, 검진조사 등을 통해 조사 자료를 수

위험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6-8) 2012년 수행

집하였다. 이 조사의 참여율은 제6기 3차년도(2015) 77.6%

된 한 메타연구에서 현재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1.2배 이상

(9,505명 중 7,380명), 제7기 1차년도(2016) 75.4% (10,806명

높은 대사증후군 위험을 보였다.(11)

중 8,150명)이었다.(17,18)

대사증후군은 흡연량과 용량 반응적 관계를 갖는다.(7,8,12)

본 연구는 조사 참여에 동의한 만 19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Oh 등은 현재 흡연량이 많을수록 대사증후군이 증가하는 비례

하였다. 최초 5,386명 중에서 분석에 필요한 변수 자료가 불충

적 관계를 밝혔고 특히 하루 30개비 이상 흡연시 대사증후군 위

하거나 변수 분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란인자를 가지고 있는

험도가 1.79배 높았다.(7) Kim 등은 현재 흡연량과 대사증후군

1,256명을 배제하여 총 4,130명이 연구대상자로 포함 되었다.

유병률의 용량 반응적 관계를 확인하였으나 총 흡연기간과 대사

제외된 1,256명은 흡연설문 미응답자 447명과 평생 흡연량

증후군간에는 연관성이 없음을 밝혔다.(13) 최근 흡연량에 따른

100개비 미만의 현재 흡연자 5명, 허리둘레, 혈압, 체질량지수

다양한 질환 위험도 상승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특히 금

(body mass index), 8시간 이상 공복상태에서 측정한 혈당,

연정책으로 인해 저강도 흡연자(low-intensity smoker)가 급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및 소득수준 정보가 없는 253명, 심

증하면서 저강도 흡연자의 건강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뇌혈관질환, 암과 같은 동반질환이 있는 군 551명이었다(그림 1).

진행되었다.(14) 그 결과 비흡연자에 비해 저강도 흡연자가 사
망 위험, 암 위험도,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가 높음이 밝혀졌

2. 연구 변수

다.(14-16) 그러나 저강도 흡연과 대사증후군의 연관성에 대한

1) 흡연 관련 변수 정의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고, 특히 하루 1개비 미만 흡연하는
간헐적 흡연자에 대한 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다.

흡연자는 평생 흡연량 100개비 이상인 자로 정의하였다. 흡
연량 및 흡연기간은 국민건강영양조사 건강설문지에 자기기입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높은 흡연율을 보이는 건강한 한국 남성

식으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의하였다. 평생 흡연

을 대상으로 2015-2016년에 조사된 국민건강영양자료를 이용

량이 100개비 이상이면서 설문상 과거 흡연자로 대답한 군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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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low diagram of inclusion or
exclusion of study participants.
거 흡연자(former smoker), 평생 흡연량이 100개비 이상이면

상을 적용하였다. 높은 혈압은 수축기 혈압 130 mmHg 이상이

서 설문상 현재 흡연자로 대답한 군을 군을 현재 흡연자

거나 이완기 혈압 85 mmHg이상, 공복혈당장애는 공복혈당

(current smoker)로 정의하고, 나머지를 비흡연자(never

100 mmHg 이상, 고중성지방혈증은 중성지방150 mmHg 이

smoker)로 분류하였다.

상, 저HDL콜레스테롤혈증은 HDL 콜레스테롤 40 mg/dL 미만

현재 흡연량은 하루에 소비하는 담배의 총 개비수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설문상 가끔 피움으로 대답한 군을 간헐적 흡연자

으로 정의하였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으로 약물을 복
용하는 경우는 각 해당 항목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intermittent smoker), 하루 흡연량이 1-10개비일 경우 소량
흡연자(light smoker), 11-19개비일 경우 중등도 흡연자(mo-

3) 사회 인구학적 변수 및 건강행태와 신체계측

derate smoker), 20개비 이상일 경우 과다흡연자(heavy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나이, 성별, 혼인상태를 설문지를 통해

smoker)로 구분하였다. 이 중 간헐적 흡연자와 소량흡연자를 저

조사하였다. 구간연령은 65세 이상과 65세 미만으로 구분하여

강도 흡연자(low intensity smoker)로 정의하였다. 총 흡연기

65세 미만에서는 10세씩 분류하였다. 경제수입은 구두 질문을

간은 현재 연령에서 흡연시작연령을 뺀 값으로, 흡연 갑년은 하

통한 면접조사를 통해 가구 소득을 조사하였고 상, 중, 하 세 군으

루 평균 흡연량에 총 흡연기간을 곱한 값으로 산출하였다. 총 흡

로 분류하였다. 이환력은 면접 조사를 통해 고혈압, 당뇨, 이상지

연기간과 흡연갑년은 용량관련성을 보기 위해 삼분위수로 나눠

질혈증으로 약물치료를 받는 지를 확인하였다.

분석하였다.

건강 행태 관련 변수로 음주, 신체활동을 포함하였다. 음주행
태는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 알코올 남용 및 중독 연구소

2) 대사증후군의 정의

(NIAAA)’ 기준에 근거하여 남성의 경우 1회 음주시 5잔 이상, 주

대사증후군은 미국 국립 콜레스테롤 교육프로그램(NCEP-

15잔 이상일 경우 폭음으로 판정하여 문제 음주로 구분하였

ATPⅢ)의 진단기준을 수정하여, 2005년 미국심장협회와 국립

다.(20) 신체활동은 신체활동설문지 연구 위원회(IPAQ Research

심폐혈관연구소에서 제시한 modified ATPⅢ를 적용하여 따

Committee)에서 2005년 제시한 점수환산법에 따라 비활동군

라 정의하였다. 복부비만, 높은 혈압, 공복혈당장애, 고중성지방

(600 MET (metabolic equivalent task, min/wk)), 중등도

혈증, 저HDL콜레스테롤혈증 등 5개의 대사 항목 중 3개 이상이

활동군(600-2,999 MET), 건강증진형 활동군(＞3,000MET)

해당 범위에 포함되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하였다.(19) 복부비

으로 분류하였다.(21)

만은 허리둘레로 측정하였고 아시아인 남성의 기준인 90 cm 이

신체 계측은 가벼운 옷을 입고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훈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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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자가 체중(kg)과 신장(m)을 측정하였고 체중을 신장의 제
2

곱으로 나누어 체질량지수(kg/m )를 계산하였다. WHO Asian2

Pacific criteria에 따라 25 kg/m 이상을 비만으로 정의하였

다.(22) 허리둘레는 측정자가 대상자의 측면에서 최하위 늑골하
부와 골반 장골 능과의 중간 부위에서 피부를 누르지 않도록 줄
자를 사용하여 정상 호기상태에서 소수점 한 자리까지 측정하였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 according to smoking status and amount -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5-2016,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n=4,130).
Level of CPD

Age (year)
19-29
30-39
40-49
50-64
≥65
Martial status
Married
Unmarried
Household income
Lower
Middle
High
BMI (kg/m2)
Normal&Underweight
Obesity (≥25)
Alcohol consumption†
None or Moderate
At-risk drinker
Physical activity (MET, min/wk)‡
Low (＜600)
Moderate (600-3000)
High (＞3000)
Comorbidity§
Hypertension
Diabetes
Dyslipidemia
Metabolic SD∥
Prevalance, No. (%)
Waist circumferance (㎝)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Fasting glucose (mg/dL)
High density lipoprotein (mg/dL)
Triglyceride (mg/dL)

Never
(n=976)

Former
(n=1,649)

Intermittent, ＜1
(n=192)

Light, 1-10
(n=455)

Moderate, 11-20
(n=742)

Heavy, ≥20
(n= 116)

P-value*

44.7±18.4
272 (27.8)
174 (17.8)
150 (15.3)
186 (19.6)
288 (23.2)

55.3±14.7
86 (5.2)
175 (10.6)
315 (19.1)
554 (33.6)
921 (40.3)

42.6±13.6
37 (19.2)
54 (28.1)
39 (20.3)
52 (27.0)
30 (14.8)

44.4±17.4
111 (24.4)
114 (25.0)
66 (14.5)
86 (18.9)
144 (26.2)

45.6±13.0
85 (11.4)
172 (23.1)
203 (27.3)
225 (30.3)
127 (11.9)

48.7±10.8
6 (5.1)
14 (12.0)
40 (34.4)
47 (40.5)
17 (10.5)

＜0.001
＜0.001

635 (65.0)
341 (34.9)

1,492 (90.4)
157 (9.5)

140 (72.9)
52 (27.0)

315 (69.2)
140 (30.7)

571 (76.9)
171 (23.0)

95 (81.9)
21 (18.1)

143 (14.6)
513 (52.5)
320 (32.7)

276 (16.7)
861 (52.2)
512 (31.0)

17 (8.8)
92 (47.9)
83 (43.2)

72 (15.8)
247 (54.2)
136 (29.8)

89 (11.9)
429 (57.8)
224 (30.1)

17 (14.6)
67 (57.7)
32 (27.5)

608 (62.3)
368 (37.7)

942 (57.1)
707 (42.8)

111 (57.8)
81 (42.1)

297 (65.2)
158 (34.7)

420 (56.6)
322 (43.4)

74 (63.7)
42 (36.2)

605 (61.9)
371 (38.0)

919 (55.7)
730 (44.2)

65 (33.8)
127 (66.1)

175 (38.4)
280 (61.5)

223 (30.0)
519 (69.9)

39 (33.6)
77 (66.3)

383 (39.2)
457 (46.8)
136 (13.9)

706 (42.8)
697 (42.2)
246 (14.9)

87 (45.3)
74 (38.5)
31 (16.1)

201 (44.1)
183 (40.2)
71 (15.6)

391 (52.7)
256 (34.5)
95 (12.8)

67 (57.7)
37 (31.9)
12 (10.3)

199 (20.3)
63 (6.4)
86 (8.8)

482 (29.2)
187 (11.3)
263 (15.9)

20 (10.4)
8 (4.1)
16 (8.3)

87 (19.1)
27 (5.9)
35 (7.6)

133 (17.9)
53 (7.1)
80 (10.7)

23 (19.8)
11 (9.4)
17 (14.6)

＜0.001
＜0.001
＜0.001

265 (27.1)
84.7±9.4
118±13.8
77±9.6
95±25.6
47.3±10.9
113±113.9

688 (41.7)
87.1±8.4
121±15.1
78±9.7
99±26.5
46.3±11.5
126±137.1

63 (32.8)
84.9±8.2
117.5±14.4
77±10.2
96±22.4
45.3±11.5
137±141.4

304 (40.9)
87.1±9.3
119±15.0
79±10.5
97±26.7
44.2±11.9
159±167.1

58 (50.0)
87.7±9.2
120.5±14.8
78.5±10.1
98±24.5
40.7±10.8
160±187.6

＜0.001
＜0.001
0.014
0.088
0.019
0.027
＜0.001

＜0.001

＜0.001

0.002

0.005

＜0.001

143 (31.4)
84.5±9.7
117±13.8
77±10.2
95±27.5
46.3±12.3
128±175.0

Data are shown in mean±standard deviation for continuous variables and n (%) for categorical variables.
Abbreviations: CPD, cigarettes per day; BMI, body mass index; MET, metabolic equivalent task; HTN, hypertension; DM, diabetes mellitus; DL, dyslipidemia; SD,
syndrome.
†
*P-values across smoking status from ANOVA for continuous variables and qui-square test for categorical variables, respectively. At-risk drinker (≥5 ups/onetime
‡
or ≥15 ups/week) was categorized according to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s definition. Physical activity is defined by International physical
§
∥
activity questiionnaire scoring protocol. Diagnosed by doctor. Metabolic SD is defined by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adult treatment pane l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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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혈압은 15분 이상 휴식을 취한 상태에서 잘 훈련된 검사자에

interval, CI)을 제시하였으며, 교차비의 선형 경향성(linear

의해 5분 간격으로 3회 측정하였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측정된 혈

trend)을 확인하기 위해 경향분석(test for trend)를 시행하였

압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혈압 측정치를 심장 높이에 해당하는

다. 연구의 통계분석은 STATA 14.0 프로그램(Stata Corp.)을

평균 팔 높이를 기준으로 보정하였다. 혈액검사는 8시간 금식을

사용하였으며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한 참여자의 공복혈당,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치를 측정한
수치를 사용하였다.

결

3. 통계분석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대사증후군의 유병률

과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대사적 특성은 빈도 및 평균

본 연구대상자 4,130명 중 과거 흡연자와 현재 흡연자의 비율

값과 표준편차로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현재 흡연량에 따른 차

은 각각 39.9% (1,649명), 36.4% (1,505명)으로 10명 중 7명이

이를 비교하기 위해 범주변수로 측정된 특성(구간연령, 혼인상

흡연을 경험하였다. 현재 흡연자 중에서 간헐적 흡연자는

태, 경제수입, 비만여부, 고위험 음주 빈도 및 신체활동, 이환력)

12.8% (192명), 소량흡연자는 30.2% (455명), 중등도 흡연자는

은 카이제곱검정으로 평가하였다. 연속변수로 측정된 특성(허

49.3% (742명), 과다흡연자는 7.7% (116명)로 중등도 흡연자

리둘레, 혈압,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은 공분산분석을 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저강도 흡연자는 43% (647명)였다. 표 1은

행하였다. 국민영양조사는 복합표본 설계방법을 사용한 자료이

연구대상자의 흡연 행태에 따라 일반적 특성 및 대사적 특성을

므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제공한 ‘표본 가중치의 분석과 보고

비교 평가한 결과를 보여준다. 연령은 현재 흡연량에 따라 비례

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통합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적으로 증가하였다. 65세 이상의 비율은 40.3% (921명)로 과거

현재 흡연량, 총 흡연기간, 흡연갑년과 대사증후군 및 대사증

흡연자에서 가장 많았고 소량흡연자가 26.2% (144명)로 그 다

후군의 구성요소와의 연관성은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

음이었다. 소량흡연자는 30대 미만의 분포가 24.4% (111명)로

용하여 분석하였다. 공변수로 연령, 체질량지수, 경제수입, 문제

비흡연자 다음으로 높아 연령 분포가 이질적이었다. 중등도 흡

음주여부, 신체활동, 이환력을 보정하였다. 분석에 투입한 공변

연자, 과다흡연자는 40-64세군이 각각 57.6% (428명), 74.9%

수는 본 연구대상자에서 흡연상태와 연관이 있었거나 기존 연구

(87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65세 이상은 각각

에서 대사증후군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된 변수를 기준으로 선

11.9% (127명), 10.5% (17명)로 다른 군에 비해 낮았다. 혼인 상

정하였다. 교차비(odds ratio, OR)와 95% 신뢰구간(confidence

태는 현재흡연자 중에서 소량흡연자에서 미혼의 비율이 높았고

Table 2. Association between smoking status (CPD), metabolic syndrome and metabolic syndrome components using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n=4,130).
Current amount of smoking (Level of CPD)

Abdiminal obesity
High blood pressure
High fasting glucose
Low HDL cholesterol
High triglycerides
Metabolic syndrome

Never
(n=976)

Former
(n=1,649)

Intermittent, ＜1
(n=192)

Light, 1-10
(n=455)

Moderate, 11-19
(n=742)

Heavy, ≥20
(n= 116 )

1
1
1
1
1
1

1.05 (0.82-1.33)
1.01 (0.84-1.22)
1.19 (0.99-1.44)
1.24 (1.03-1.50)
1.30 (1.08-1.55)
1.26 (0.98-1.63)

1.02 (0.65-1.59)
1.05 (0.74-1.50)
1.39 (0.98-1.97)
1.21 (0.84-1.74)
1.77 (1.27-2.47)
1.29 (0.80-2.08)

1.11 (0.79-1.55)
1.10 (0.85-1.43)
0.94 (0.72-1.23)
1.59 (1.23-2.06)
1.36 (1.06-1.73)
1.32 (0.92-1.88)

1.30 (0.97-1.72)
1.04 (0.83-1.30)
1.09 (0.87-1.37)
1.89 (1.51-2.36)
2.07 (1.67-2.56)
1.80 (1.36-2.39)

2.38 (1.38-4.10)
1.09 (0.71-1.67)
1.03 (0.68-1.57)
3.00 (1.99-4.54)
2.24 (1.48-3.39)
3.00 (1.74-5.16)

P-for trend*
0.007
0.685
0.094
＜0.001
＜0.001
＜0.001

Data are shown as odds ratios (95% confidence intervals). Odds ratios were obtained from logistic regression model; adjusted for age, BMI, household income,
martial status, alcohol consumption, physical activity and comorbidity(hypertension, dyslipidemia and diabetics). When analyzing the metabolic components, the
comorbidity of each item was excluded and then adjusted.
Abbreviations: CPD, cigarettes per day;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P trend ＜0.05 in linear assocation test, The former smoker was excluded from the p-for tren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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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위층 비율은 간헐적 흡연자에서 가장 높았고 과다흡연자

다.(P=0.685, 0.094, respectively) 대사증후군이 증가하는 흡

에서 가장 낮았다. 비만 인구의 비율과 문제음주자 비율은 중등

연량의 정도는 각 요소별로 차이가 있었다. 대사증후군의 위험

도 흡연자에서 가장 높았고 신체활동 비활동군의 비율은 과다흡

도는 중등도 흡연군(adjusted odds ratio [aOR], 1.80; 95%

연자에서 가장 높았다.

confidence interval[CI], 1.36-2.39)부터 유의하게 증가했

본 연구에서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은 36.8% (1,521명)였으며

다. 과다흡연군은 비흡연군에 비해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3배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현재 흡연량에 비례하여 높아졌다. 과다흡

(aOR, 3.00; 95% CI, 1.47-5.16) 높았다. 고중성지방혈증의 위

연자가 50% (58명)로 가장 높았고, 비흡연자가 27.1% (265명)

험도는 간헐적 흡연자부터 유의하게 증가하였다(aOR, 1.77;

로 가장 낮았다. 대사증후군의 구성요소 중 중성지방의 평균 수

95% CI, 1.27-2.47). 저HDL콜레스테롤혈증은 소량흡연자부

치는 흡연량이 많을수록 비례적으로 증가하였으며, HDL 콜레

터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비흡연자에 비해 소량흡연자, 과다흡

스테롤의 평균수치는 비흡연자에서 제일 높고 과다흡연자에서

연자에서 각각 1.59배(95% CI, 1.23-2.06), 3배(95% CI,

가장 낮았다. 허리둘레, 수축기 혈압, 공복혈당 평균 수치는 과거

1.99-4.54) 높았다. 복부비만의 위험은 과다흡연군에서 비흡연

흡연자, 과다흡연자에서 높았다. 고혈압 이환률은 과거 흡연자

자에 비해 2.38배(95% CI, 1.38-4.10) 높았다.

군에서 제일 높았고 당뇨와 이상지질혈증 이환률은 과거흡연자,
과다흡연자군에서 높았다.

3. 흡연 기간 및 갑년과 대사증후군의 관련성
표 3은 총 흡연기간, 흡연갑년과 대사증후군과의 연관성을 평
가하여 제시하였다. 총 흡연기간과 흡연갑년은 용량관련성을 보

2. 흡연과 대사증후군의 연관성
표 2는 현재흡연량과 대사증후군 및 대사증후군의 구성요소

기 위해 간헐적 흡연자 및 각각의 삼분위수로 나눠 분석하였다.

와의 연관성을 평가한 결과를 보여준다. 다변량분석 결과, 흡연

흡연기간과 흡연 갑년 모두 대사증후군과 유의한 용량 반응적

량과 대사증후군은 유의한 용량 반응적 관계를 보여주고(P＜

관계를 보였다(all P＜0.001). 총 흡연기간의 경우 20년 초과 구

0.001), 이는 대사증후군의 구성 요소 중 고중성지방혈증(P＜

간부터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20-32년 흡연군에서 비흡연군에

0.001), 복부비만(P=0.007), 저 HDL 콜레스테롤혈증(P＜0.001)

비해 대사증후군 위험도가 2.48배(95% CI, 1.77-3.49) 증가하

에도 해당되었으나, 높은 혈압과 공복혈당장애는 해당되지 않았

였다. 그러나 32년 초과군에서 교차비가 1.45배(95% CI, 1.01-

Table 3. Association between duration of cigarette smoke, pack year and metabolic syndrome using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n=4,123).
n
Duration of cigarette smoke(year)
Never
Former
Intermittent
1st tertile (≤20 yr)
2nd tertile (＞20 yr, ≤32 yr )
3rd tertile (＞32 yr)
Pack year (year)
Never
Former
Intermittent
1st tertile (≤12 pyr)
2nd tertile (＞12 pyr, ≤26 pyr)
3rd tertile (＞26 pyr)

Adjusted odds ratio*

976
1,649
192
462
424
420

1
1.28 (0.99-1.65)
1.30 (0.81-2.09)
1.40 (0.94-2.08)
2.48 (1.77-3.49)
1.45 (1.01-2.07)

976
1,649
192
441
434
431

1
1.28 (0.99-1.66)
1.29 (0.80-2.07)
1.43 (0.96-2.13)
1.72 (1.27-2.33)
2.12 (1.49-3.01)

P-for trend†

＜0.001

＜0.001

Data are shown as odds ratios (95% confidence intervals).
*ORs were calculated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djusted for age, BMI, household income, martial status, alcohol consumption, physical activity and
†
comorbidity(hypertension, dyslipidemia and diabetics). P trend ＜0.05 in linear assocation test, The former smoker was excluded from the p-for tren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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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로 감소하였다. 대사증후군과 흡연 갑년과의 연관성은 12

지방혈증, 저HDL콜레스테롤혈증의 위험도가 높은 경향을 확

갑년 초과군(OR, 1.72; CI, 1.27-2.33)부터 유의하게 증가하였

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사증후군의 위험도는 중등도 흡연자

다. 26갑년 초과군은 비흡연군에 비해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부터 유의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저강도 흡연자들이 중등도 흡

2.12배(95% CI, 1.49-3.01) 높았다. 간헐적 흡연군에서 대사증

연자나 과도흡연자들에 비해 운동, 식이 등에 있어 생활습관이

후군의 위험이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다. 대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대사증후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특

사증후군의 위험도는 흡연갑년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

성이 있을 가능성을 추측해볼 수 있다.(23)

게 증가하였다(P＜0.001 for trend).

다양한 기존 연구들에서 흡연과 대사증후군 간의 관계를 설명
하는 인자로 HDL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제시하였다. 흡연

고

찰

은 체내의 지질단백질(lipoprotein) 대사장애를 야기시켜 체내
의 지질대사를 변화시키고 HDL 콜레스테롤의 감소와 중성지방

건강한 성인 남성 4,130명을 대상으로 자가 흡연 상태와 대사

증가를 유도한다. 흡연은 체내의 인슐린 길항호르몬인 카테콜아

증후군의 연관성에 대해 평가한 결과 대사증후군 위험은 비흡연

민(catecholamine)의 분비를 촉진시켜 혈중 유리 중성지방 수

군에 비해 현재 흡연군에서 증가하였으며 용량 반응적 관계를

치를 증가시키며, 이는 간에 의한 유리중성지방의 재에스테르화

보였다. 그러나 대사증후군 및 각 요소에 따라 유의한 위험이 관

(reesterification)를 유도하게 된다. 그 결과 VLDL-중성지방

찰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5가지 구성 요소 중 저HDL콜레

(Very Low density Lipidprotein-total triglycerides)과

스테롤혈증, 고중성지방혈증, 복부비만과 용량 반응적 관계가

LDL 콜레스테롤 입자가 증가하고 HDL콜레스테롤은 감소한

관찰되었으며, 저HDL콜레스테롤혈증, 고중성지방혈증은 저강

다.(6) 이는 결론적으로 흡연으로 인한 혈중 지질치의 변화가 흡

도 흡연에서도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과 대사증후군 간의 연관성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대사증후군 위험은 현재 흡연량, 흡연갑년과 용량 반응적 관

시사한다.

계를 보였다. 특히 하루 11개비 이상, 누적흡연량 12갑년 초과

흡연량과 복부비만의 위험도에 있어 과다흡연군에서 복부비

시 대사증후군 위험이 증가하였다. 이는 현재 흡연량과 대사증

만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과거에는니코틴이 기초 대사량을 증

후군 간의 양의 연관성을 보고한 기존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

가시키고 식욕을 감소시켜 흡연군이 비흡연자군에 비해 상대적

다.(11)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증대시키는 현재 흡연량 수준은

으로 비만이 적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의 다양

연구마다 차이가 있다. Ishizaka 등 과 Kim 등 은 현재 흡연량이

한 연구들에서 이와 대치되는 결과들이 밝혀지고 있다.(24) 이

10개비 이상인 경우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유의하게 높아진다고

는 Clair 등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 과다 흡

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9,13) 그러나 Oh 등의 연

연자는 소량 흡연자에 비해 복부비만의 위험도가1.94배 높았

구는 30개비 이상부터 대사증후군이 증가한다고 보았다.(7) 그

다.(25) 니코틴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며 코티솔과 같은 스

러나 Oh 등의 연구는 199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를 이용하

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지방을 축적시키고, 그 결과 비만 및

여 연구시점이 과거라는 한계가 있고, 그 사이 대사증후군 유병

복부비만이 가능할 것으로 밝혀져 있다.(26,27) 복부비만과 인

률은 증가하였기 때문에 현재적 시점에서 그 결과가 달라질 가

슐린 저항성은 대사증후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이는 흡연자에

능성이 있다.(7)

서 복부비만이 대사증후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

흡연은 대사증후군의 구성요소에서 고중성지방혈증, 저HDL

침한다.

콜레스테롤혈증, 복부비만과 용량 반응적 관계가 있었다. 이는

공복혈당이상의 경우 흡연과의 연관성이 적었는데 흡연이 2

Oh 등 및 Chen 등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7,8) 고중성지

형 당뇨병을 증가시킨다는 종적 연구 및 메타분석 결과와 차이

방혈증은 하루 흡연량 1개비 미만 시에도 위험도가 유의하게 증

를 보였다.(6) 이는 다수의 타 단면연구에서도 보이는 현상으로

가하였고, 저HDL 콜레스테롤혈증은 하루 10개비 이하 흡연부

단면연구의 경우 표본 수의 부족으로 검정력이 낮아서 생긴 결

터 위험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복부비만 위험도는 하루 20

과일 수 있겠다.(7,13)

개비 이상 흡연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저강도 흡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의해 낮은 혈압을 보인다는 연구들이 있

연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비흡연자에 비해 고중성

으며 이는 흡연의 대사산물인 코티닌이 혈관의 내피세포에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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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혈관 확장을 유도하기 때문으로 밝혀져 있다.(28-30) 본 연

석한 최초의 연구이며 흡연량과 누적흡연량에 있어 대사증후군

구에서는 흡연과 고혈압 간에 유의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및 대사증후군 구성요소 위험도의 역치를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

이는 Oh 등과 Chen 등의 연구에서도 동일하였다.(7,8) 그러나

의가 있다.

흡연이 고혈압의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기
는 논란이 있다.

흡연은 흡연량과 누적흡연량이 많을수록 대사증후군 위험이
높아지는 비례적 관계를 보였다. 이는 흡연으로 인한 복부비만

본 연구에서 대사증후군은 총 흡연기간20-32년군에서 유의

과 지질대사 이상이 흡연자의 대사증후군 위험성 증가에 주로

하게 증가하였으나 현재흡연량과의 연관성보다는 낮았다.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중성지방혈증과 저HDL 콜

Ishizaka 등과 Kim 등의 연구에서 10년 이상 흡연시 대사증후

레스테롤혈증은 저강도 흡연에서도 증가하였다. 이는 흡연량이

군 위험도가 증가하였고 그 교차비가 현재 흡연량에 대한 교차

적어도 대사증후군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흡연은

비보다 적어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일치되는 소견이었다.(9,13)

대사증후군 위험의 중요한 조절 인자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대사증후군과 총 흡연기간 사이에는
용량 의존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흡연갑년의 경우 누적

요

약

흡연량이 많을수록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누적흡연량 12갑년 초과시 대사증

연구배경: 최근 연구에 따르면 소량의 흡연만으로도 폐암 및 심

후군 위험이 증가하였다. 본고에 결과를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저

대사증후군의 구성요소 중에 고중성지방과 저HDL콜레스테롤

강도 흡연 (하루 1개비 미만, 1-10개비 흡연)과 대사 증후군의

혈증이 흡연갑년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용량 의존성이 관찰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었고 12갑년 이하 군부터 위험도가 증가하였다. 복부비만은 용

방법: 2015-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 만 19세

량 관련성의 경향은 보였으나 26갑년 초과군에서만 위험도가

이상 남성 4,130명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흡연력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본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추정해 보았

비흡연자, 과거흡연자, 간헐적 흡연자(하루 1개비 미만), 소량흡

을 때 대사증후군은 흡연 기간보다는 흡연량과 더 밀접한 연관

연자(하루 1-10개비), 중등도 흡연자(하루 11-19개비), 과다 흡

성이 있었고 누적흡연량과도 연관성이 높았다. 고중성지방혈증

연자(하루 20개비 이상)로 분류하였다. 흡연수준에 따른 대사증

과 저HDL콜레스테롤혈증은 비교적 적은 누적흡연량에도 위험

후군 및 대사증후군의 각 요소와의 연관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

도가 상승하였다. 그러나 흡연갑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여 이

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공변수로 연령, 체질량

를 확인하기 위한 잘 설계된 종적 연구가 필요하다.

지수, 경제수입, 문제음주여부, 신체활동, 이환력을 보정하였다.

본 연구는 몇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단면 연구로 수행되

결과: 대사증후군의 위험은 현재 흡연량과 용량 반응적 관계를

어 흡연과 대사증후군 및 구성요소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보였고 이는 대사증후군의 구성요소 중 고중성지방혈증, 복부비

데 한계가 있었다. 둘째, 자가 보고식 설문조사를 통해 흡연 여부

만, 저HDL콜레스테롤혈증에도 해당하였으나 높은 혈압과 공

를 판단하여 정확도가 낮을 수 있다. 셋째, 흡연량과 흡연기간 계

복혈당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대사증후군이 증가하는 흡연

산 및 갑년 측정에 있어 회상 설문지를 사용함으로써 정확도가

량의 정도는 각 구성요소마다 달랐고, 고중성지방혈증은 간헐적

떨어져 정보 비뚤림(information bias)이 발생할 수 있겠다. 그

흡연부터, 저HDL콜레스테롤혈증은 소량흡연부터, 대사증후군

러나 kang 등 의 연구에서 자가 흡연 상태에 대한 설문 조사의

은 중등도 흡연부터, 복부비만은 과다 흡연부터 유의미하게 위

타당성을 남성의 경우 민감도 88.6 (87.3-89.8), 특이도 98.3

험도가 증가하였다. 흡연갑년과 대사증후군에서도 용량 반응적

(97.7-98.7)로 제시해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정보 비

관계를 확인하였고, 누적흡연량 12갑년 초과시 대사증후군 위

뚤림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12)

험이 증가하였다.

본 연구의 강점은 최신의 데이터로 대사증후군과 흡연기간,

결론: 대사증후군은 현재흡연량과 누적흡연량이 많을수록 위험

흡연 갑년의 연관성 대해 분석하였다는 점과 국민영양조사 자료

도가 증가하였다. 특히 대사증후군의 구성요소 중 고중성지방혈

를 사용하여 연구대상자의 대표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이 있다.

증과 저HDL콜레스테롤혈증은 저강도 흡연에서도 위험도가 증

그리고 저강도 흡연과 대사증후군, 대사증후군의 구성요소를 분

가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흡연과 높은 혈압, 공복혈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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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와의 연관성은 밝히지 못하였다.

13.

중심단어: 흡연; 대사증후군; 저강도 흡연; 고중성지방혈증; 저
HDL콜레스테롤혈증; 흡연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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