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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흡연자에서 흡연 기간과 대사증후군 간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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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Background: Despite several studies on the association between metabolic syndrome (MS)
and smoking duration in current smokers, it has not been completely clarified in former
smokers. This study aimed to assess the relationship between smoking duration and MS in
Korean former smokers.
Methods: This study was a cross-sectional study using data from 1,792 former smokers aged
19 years and older of the sixth (2014-2015)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al
Examination Surveys. Former smoker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10 years, ≥10
years and ＜20 years, and ≥20 years according to past smoking duration. The odds ratios
(OR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CIs) for MS and its components were estimated using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models.
Results: In male subjects, compared with the former smokers who smoked for less than 10
years, the OR of MS was 1.82 (95% CI: 1.10-3.01) in former smokers who smoked for more
than 20 years. The ORs of hyperglycemia and high triglyceride were 1.68 (95% CI: 1.04-2.71)
and 1.99 (95% CI: 1.14-3.47), respectively, in former male smokers who smoked for more than
20 years, with adjustment for age, household income and educational level, alcohol drinking,
aerobic exercise, current health status, daily smoking amount, and smoking cessation
duration.
Conclusion: These data suggest that male former smokers who smoked for more than 20 years
may have high risks of MS, hyperglycemia, and high triglyceride, even though smoking was
quitted.
Key Words: Former Smokers; Smoking Duration; Metabolic 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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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성지방의 증가,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의 감소, 혈압상승이라는

대사증후군은 1988년 Reaven이 관상동맥 질환에 대한

5개의 요소 가운데 3가지 이상을 충족시키는 경우를 말한

위험인자 집단으로 기술한 이래 최근까지 중요한 임상 질환

다.(2) 대사증후군의 5가지 구성요소는 여러 개가 동시에 발

으로 떠올랐다.(1)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 내당능 장애, 중

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의 발생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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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도를 증가시키게 된다.(3) 그러나 대사증후군 발생과 관

방

법

련된 기전은 아직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며, 비만 또는 인
슐린 저항성이 대사증후군을 유발시킨다거나, 대사증후군
은 염증의 결과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등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4)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
사 자료 가운데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이 추가된 제6기 2차

흡연은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보건학적 위협의

년도(2014년)와 3차년도(2015년)의 원시자료를 사용하여

하나로서, 조기 사망과 질병의 원인 가운데 가장 예방이 가

수행되었다. 조사 대상은 건강설문조사와 검진조사를 완료

능한 것 중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5) 흡연은 인슐린 저항

한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피운

성이나 고 인슐린혈증을 유발시켜서 제2형 당뇨병을 초래한

담배의 양이 5갑 이상이면서 현재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

다고 밝혀져 있다.(6) 인슐린 저항성의 증가는 대사적인 이

람(과거 흡연자) 1,993명이었다. 이 가운데 흡연 기간에 대

상을 초래할 뿐 아니라 혈류역학적인 장애를 일으켜 죽상경

한 문항에 응답하지 않았거나 검진조사에서 결측치가 있는

화증과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잠재적 위험인자로도 작용할

사람 201명을 제외한 1,792명이 최종 대상자였으며, 남자는

수 있으며, 이러한 장애는 모두 대사증후군과 관련이 있

1,574명, 여자는 218명이었다.

다.(7) 이러한 내용에 근거하여 흡연은 대사증후군의 중요
하지만 조절 가능한 위험인자로 인식되고 있다.(6,8,9)

2. 연구변수와 진단기준

흡연과 대사증후군 사이에는 용량-반응 관계가 있다고

인구학적 특성 관련 요인은 성별, 연령, 가구당 소득수준,

알려져 있다.(10) 즉, 흡연자의 누적 흡연량이 많을수록 대

교육수준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였다. 가구당 소득은 하, 중

사증후군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다.(11) 대만인과 일

하, 중상, 상의 4분위수로 구분되어 있는 자료를 하 또는 중

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흡연량이 많을수록, 그리고

하와 중상 또는 상으로 분류하였다.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

흡연 기간이 길수록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

(교육기간 12년 이하)와 대학 재학 이상(교육기간 12년 초

였다.(12,13) 이는 흡연량뿐만 아니라 흡연기간도 대사증후

과)으로 구분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매우 좋음과 좋음

군의 발생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흡연을

은 좋음으로, 보통은 보통으로, 그리고 나쁨과 매우 나쁨은

하던 사람이 금연을 하게 되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은 감소

나쁨으로 분류하였다.(15)

되지만 단기적으로 체중의 증가가 흔히 나타나게 된다.(14)

건강행동 관련 요인은 알콜섭취 정도와 유산소 신체활동

체중의 증가는 종종 내장 지방의 축적을 일으켜서 내당능 장

실천율 여부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였다. 알콜 섭취는 남자의

애와 혈압의 증가, 그리고 지질 대사의 장애를 초래할 수 있

경우 1회 음주 시에 5-6잔의 술을 마시는 경우가 주 1회 이상

으며, 이는 대사증후군 발생과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2) 금

일 때, 그리고 여자는 1회 음주 시에 3-4잔의 술을 주 1회 이

연 후의 장기적인 대사증후군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아

상 마시는 경우를 음주 고위험군으로 하였고, 그 외의 경우

직 미흡한 실정이다.(13) 또한 지금까지의 흡연기간과 대사

는 음주 저위험군으로 하였다.(16)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증후군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현재 흡연자들을 중심으로

은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15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

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11,12) 과거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체활동을 75분 이상 또는 중강도와 고강도 신체활동을 섞어

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

서(고강도 1분은 중강도 2분) 각 활동에 상당하는 시간을 실

구는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천하지 않은 사람은 비실천군으로, 실천한 사람은 실천군으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가운데 2차년도와 3차년도인

로 분류하였다.(15)

2014년과 2015년의 자료를 활용하여 만 19세 이상 성인들의

과거 흡연자의 분류는 과거 흡연 기간이 10년 미만인 군,

과거 흡연자들의 흡연 기간에 따른 대사증후군과의 관련성

10년 이상에서 20년 미만인 군, 20년 이상인 군으로 나누었

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다. 과거 흡연자의 하루 평균 흡연량은 갑(pack)으로, 과거
흡연자의 금연 기간은 년(year)으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신체계측자료는 대상자들의 검진조사 자료를 통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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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된 키, 몸무게, 체질량지수, 허리둘레와 수축기와 이완기

이 ≥100 mg/dl이거나 당뇨 치료를 위한 약물을 투여하는

혈압을 포함하였고, 혈액검사 결과 자료는 혈청 내 공복 혈

경우에는 고혈당증, HDL-C은 남자 ＜40 mg/dl, 여자 ＜50

당, HDL-C, 중성지방 수치를 포함하였다. HDL-C 값은 보

mg/dl이거나 이상지혈증 치료를 위한 약물을 투여하는 경

정된 값을 사용하였다.

우에는 저 HDL-C, 그리고 중성지방이 ≥150 mg/dl이거나

대사증후군의 정의는 허리둘레는 한국인에 대한 기준

이상지혈증 치료를 위한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에는 중성지

(17)을 적용하였고, 혈압, 공복 혈당, HDL-C, 중성지방은

방상승으로 하였으며, 이 가운데서 3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me (NCEP)

을 때 대사증후군으로 정의하였다.

Adult Treatment Panel III (ATP-III)의 기준(18)을 적용
하였다. 다음의 5가지 항목, 즉 허리둘레가 남자 ≥90 cm, 여

3. 자료분석

자 ≥85 cm일 때에는 복부비만, 혈압이 ≥130/85 mmHg이

자료의 분석은 SPSS 통계 프로그램(SPSS Inc., version

거나 혈압상승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혈압상승, 공복 혈당

24.0, Chicago, Il, USA)을 사용하여 복합표본분석을 실시

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according to smoking duration.
Smoking duaration (years)
＜10 (n=432)
Gender (%)
Male
Female
Age (years)
Household income (%)
Low, Middle-low
Middle-high, High
Education (years, %)
≤12
＞12
Drinking risk (%)
Low
High
Aerobic exercise (%)
No
Yes
Current health status (%)
Bad
Moderate
Good
Daily smoking amount (pack)
Smoking cessation duration (years)
2
Body mass index (kg/m )
Waist circumference (cm)
SBP (mmHg)
DBP (mmHg)
Fasting glucose (mg/dl)
HDL-C (mg/dl)
Triglycerides (mg/dl)

10-20＜ (n=442)

P value

≥20 (n=918)

69.6 (64.1-74.5)
30.4 (25.5-35.9)
41.4 (39.8-43.0)

90.6 (87.2-93.2)
9.4 (6.8-12.8)
47.6 (46.2-48.9)

97.6 (96.4-98.4)
2.4 (1.6-3.6)
60.0 (59.1-60.9)

＜0.001

41.6 (36.1-47.3)
58.4 (52.7-63.9)

29.8 (25.3-34.9)
70.2 (65.1-74.7)

47.1 (42.9-51.4)
52.9 (48.6-57.1)

＜0.001

51.2 (45.8-56.5)
48.8 (43.5-54.2)

55.0 (48.7-61.1)
45.0 (38.9-51.3)

74.0 (69.7-77.8)
26.0 (22.2-30.3)

＜0.001

73.7 (68.4-78.5)
26.3 (21.5-31.6)

65.1 (59.6-70.3)
34.9 (29.7-40.4)

66.7 (62.8-70.4)
33.3 (29.6-37.2)

0.039

36.4 (31.3-41.9)
63.6 (58.1-68.7)

41.4 (35.8-47.3)
58.6 (52.7-64.2)

46.5 (42.4-50.6)
53.5 (49.4-57.6)

0.017

12.9 (9.9-16.7)
41.5 (35.9-47.3)
45.6 (40.3-51.0)
0.56 (0.41-0.71)
13.9 (12.5-15.2)
23.9 (23.5-24.2)
82.0 (80.9-83.1)
115.6 (114.0-117.3)
76.0 (74.9-77.2)
95.6 (94.2-97.0)
51.7 (50.2-53.3)
130.6 (118.5-142.6)

11.9 (8.8-15.9)
48.6 (43.0-54.3)
39.5 (33.8-45.5)
0.80 (0.75-0.85)
11.7 (10.7-12.8)
24.5 (24.2-24.9)
85.5 (84.5-86.5)
118.0 (116.5-119.5)
78.2 (77.2-79.3)
102.2 (99.4-104.9)
49.5 (48.4-50.6)
162.7 (146.3-179.2)

18.2 (15.6-21.2)
50.0 (46.2-53.8)
31.8 (28.2-35.6)
0.98 (0.95-1.02)
9.0 (8.4-9.5)
24.7 (24.5-25.0)
87.5 (86.8-88.1)
124.5 (123.4-125.7)
78.4 (77.5-79.2)
107.9 (105.7-110.2)
47.4 (46.5-48.2)
166.7 (156.2-177.2)
2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Data are shown as proportion or mean level (95% confidence intervals). P value was obtained using complex samples χ -test or general linea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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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대상자는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여 과거 흡연 기간에

20년 미만인 군은 남자와 여자의 분포가 각각 90.6% (95%

따라 인구학적 특성,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행동과 흡연력,

CI: 87.2-93.2%), 9.4% (95% CI: 6.8-12.8%)이었고 20년

그리고 대사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과 평균값과 95% 신뢰

이상인 군은 남자와 여자의 분포가 각각 97.6% (95% CI:

구간(confidence interval, CI)을 구하였으며, 대사증후군

96.4-98.4%), 2.4% (95% CI: 1.6-3.6%)이었다(P＜0.001).

과 그 구성요소의 유병률을 남, 녀 별로 분석하였다. 과거 흡

평균 연령은 흡연 기간이 20년 이상인 군이 60.0세(95% CI:

연자들 가운데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흡연한 사람을 기준으

59.1-60.9세)로 가장 높았고, 10년 이상에서 20년 미만인 군

로 과거 흡연 기간이 10년 이상에서 20년 미만인 군과 20년

이 47.6세(95% CI: 46.2-48.9세)의 순서이었다(P＜0.001).

이상인 군의 성별에 따른 대사증후군과 그 구성요소의 교차

일일 흡연량은 흡연 기간이 20년 이상인 군이 0.98갑(95%

비(odds ratio, OR)와 95% CI를 확인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CI: 0.95-1.02갑)으로 가장 높았고, 10년 이상에서 20년 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할 때에

만인 군이 0.80갑(95% CI: 0.75-0.85갑)의 순서이었다(P＜

연령, 가구당 소득수준,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음주,

0.001). 흡연 중단 기간은 흡연 기간이 10년 미만인 군이

유산소 운동 실천여부, 과거 흡연자 하루 평균 흡연량과 과

13.9년(95% CI: 12.5-15.2년)으로 가장 길었고, 10년 이상

거흡연자 금연기간에 대하여 보정한 모델을 사용하였다. 통

에서 20년 미만인 군은 11.7년(95% CI: 10.7-12.8년), 20년

계적 유의수준은 P 값이 0.05 미만일 경우로 하였다.

이상인 군은 9.0년(95% CI: 8.4-9.5년)이었다(P＜0.001).

결

2. 흡연 상태에 따른 대사증후군과 구성요소의 유병률(표 2)

과

과거 흡연자들을 흡연 기간에 따라 10년 미만인 군, 10년
이상에서 20년 미만인 군, 20년 이상인 군으로 나누어서 대

1. 대상자의 흡연 기간에 따른 특성(표 1)
연구 대상자인 과거 흡연자들을 흡연 기간에 따라 10년 미

사증후군과 구성요소의 유병률을 비교하였다. 남자에서는

만인 군, 10년 이상에서 20년 미만인 군, 20년 이상인 군으로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은 흡연 기간이 10년 미만인 군은

나누어서 각 특성을 비교한 결과, 성별 분포는 흡연 기간이

22.2% (95% CI: 17.2-28.2%), 10년 이상에서 20년 미만인

10년 미만인 군은 남자가 69.6% (95% CI: 64.1-74.5%), 여

군은 29.9% (95% CI: 24.9-35.4%), 20년 이상인 군은

자는 30.4% (95% CI: 25.5-35.9%)이었으며, 10년 이상에서

41.8% (95% CI: 38.1-45.7%)로서 흡연 기간에 따라 유의한

Table 2.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and its components according to smoking duration in study subject.
Smoking duaration (years)
Male

Female

Abdominal obesity
Elevated BP
Hyperglycemia
Low HDL-C
High triglyceride
Metabolic syndrome
Abdominal obesity
Elevated BP
Hyperglycemia
Low HDL-C
High triglyceride
Metabolic syndrome

＜10

10-20

≥20

26.1 (20.8-32.1)
36.0 (30.3-42.3)
28.2 (22.9-34.1)
23.4 (18.1-29.7)
32.0 (25.5-39.3)
22.2 (17.2-28.2)
19.7 (13.6-27.8)
16.8 (10.9-24.8)
12.6 (7.6-20.2)
28.9 (21.5-37.6)
17.7 (11.5-26.3)
9.3 (4.9-16.8)

29.2 (24.5-34.4)
38.9 (33.1-45.0)
41.8 (36.1-47.8)
20.4 (16.3-25.2)
36.7 (31.1-42.8)
29.9 (24.9-35.4)
27.6 (16.1-43.3)
24.4 (13.9-39.1)
26.4 (14.2-43.9)
34.4 (22.3-48.9)
17.9 (9.3-31.7)
18.6 (9.8-32.5)

37.6 (33.8-41.5)
57.5 (53.4-61.4)
54.5 (50.6-58.3)
27.7 (24.2-31.5)
43.7 (39.6-47.9)
41.8 (38.1-45.7)
36.8 (20.5-56.9)
47.2 (28.5-66.7)
31.8 (16.8-51.9)
44.1 (25.5-64.5)
32.4 (16.8-53.3)
32.0 (16.6-52.6)

P
＜0.001
0.003
＜0.001
＜0.001
0.052
0.014
0.017
0.184
0.011
0.035
0.337
0.296

2

Data are shown as proportion (95% confidence intervals). P value was obtained using complex samples χ -test.
Abbreviations: BP, blood pressure; HDL-C,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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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었다(P＜0.05). 여자의 경우 대사증후군의 유병률

고

찰

은 흡연 기간이 10년 미만인 군은 9.3% (95% CI: 4.916.8%), 10년 이상에서 20년 미만인 군은 18.6% (95% CI:

흡연자들의 흡연 기간에 따른 대사증후군과의 관련성에

9.8-32.5%), 20년 이상인 군은 32.0% (95% CI: 16.6-

대한 연구는 다수 있으나, 과거 흡연자들의 흡연 기간에 따

52.6%)로서 흡연기간에 따른 대사증후군 유병률에 있어서

른 대사증후군에 대한 영향은 아직 연구가 미흡하므로 이 연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구에서는 과거 흡연자들의 흡연 기간에 따른 대사증후군과
의 관련성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20년 이

3. 흡연 상태에 따른 대사증후군과 구성요소의 교차비(표 3)

상 흡연한 남성은 과거 흡연 기간이 10년 미만인 군에 비해

과거 흡연자의 흡연 기간 10년 미만인 군을 기준으로 하였
을 때, 흡연 기간이 10년 이상에서 20년 미만인 군과 20년 이

고혈당증과 고중성지방혈증의 위험이 높았고 따라서 대사
증후군의 위험이 높았다.

상인 군의 대사증후군과 구성요소의 OR과 95% CI를 확인

이 연구는 단면 연구이므로 흡연을 중단한 사람에게서 대

하기 위하여 연령, 가구당 소득수준, 교육수준, 음주 위험도,

사증후군의 유병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전을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현재 건강 상태, 과거 하루 평균 흡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흡연을 중단한 과거

연량, 그리고 금연 기간을 보정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

흡연자에서 흡연 기간과 대사증후군이 관련성이 있었던 것

하였다. 남자에서는 흡연 기간이 20년 이상인 군의 대사증

에 대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가능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첫

후군의 OR이 1.82 (95% CI: 1.10-3.01)이었고, 고혈당증과

째는, 오랜 기간 동안의 흡연이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 영향

중성지방상승의 경우에도 흡연 기간이 20년 이상인 군의

을 미침으로써 혈관의 변화를 일으켜서 골격근에 의한 포도

OR이 각각 1.68 (95% CI: 1.04-2.71), 1.99 (95% CI:

당 흡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6) 두 번째는 흡연은

1.14-3.47)이었다. 여자 대상자의 경우에는 흡연 기간에 따

염증의 지표이기도 한 백혈구 수를 증가시킨다고 이미 밝혀

른 대사증후군과 구성요소의 모든 OR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져 있는 바,(9) 흡연과 백혈구 수의 증가와 대사증후군 사이

없었다.

의 연관성은 tumor necrosis factor-α와 같은 전염증성
(proinflammatory) 사이토카인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Table 3. Odds ratio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of metabolic syndrome and its components according to smoking duration in study subjects using a logistic
regression model*.
Smoking duaration (years)
Male

Female

Abdominal obesity
Elevated BP
Hyperglycemia
Low HDL-C
High triglyceride
Metabolic syndrome
Abdominal obesity
Elevated BP
Hyperglycemia
Low HDL-C
High triglyceride
Metabolic syndrome

＜10

10-20

≥2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0.94 (0.59-1.47)
0.93 (0.59-1.45)
1.45 (0.96-2.20)
0.80 (0.50-1.28)
1.24 (0.78-1.99)
1.17 (0.74-1.85)
1.79 (0.56-5.73)
1.40 (0.47-4.14)
2.89 (0.89-9.43)
1.17 (0.46-2.95)
0.86 (0.27-2.77)
2.04 (0.55-7.65)

1.26 (0.74-2.14)
1.41 (0.86-2.29)
1.68 (1.04-2.71)
1.00 (0.58-1.75)
1.99 (1.14-3.47)
1.82 (1.10-3.01)
2.67 (0.60-11.91)
1.72 (0.49-6.06)
1.93 (0.53-7.05)
1.21 (0.32-4.62)
0.91 (0.24-3.51)
1.64 (0.34-7.81)

*Adjusted for age, household income level, education level, drinking, exercise, current health status, daily smoking amount, and smoking cessation duration.
Abbreviations: BP, blood pressure; HDL-C,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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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된다.(19) 마지막으로 현재 흡연자와 과거 흡연자들의

중성지방상승이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다고

하였

경우 혈장 내 adiponectin 농도가 음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

다.(8,12,16,23) 이 연구에서는 남자의 경우 흡연 기간이 20

으며, adiponectin 농도의 감소는 인슐린 저항성의 발생에

년 이상인 군에서 중성지방상승의 OR이 유의하게 높았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 따라서 과거 흡

니코틴은 지방조직에서 지방분해작용을 유발시킴으로써

연자들에서도 이것이 대사증후군 발생의 기전 중의 하나가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촉진시키고 HDL-C를

될 수 있을 것이다.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24) 또한 유리 지방산이 증가

한국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Oh(11)의 연구에서는 현재 흡

되어 초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 증가할 수 있다. 흡연자

연자들의 경우에도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흡연한 사람에서

들은 고위험 음주군일 가능성이 많고, 유산소 운동 실천율도

는 비흡연자를 기준으로 대사증후군의 위험과 유의한 연관

낮은 경향이 있지만 알콜 섭취와 유산소 운동 실천 여부에

성이 없었으나, 10년 이상 흡연자부터는 대사증후군 위험이

대하여 보정한 이후에도 중성지방상승이 흡연과 유의하게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대만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Chen 등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중성지방상승이 알콜 섭취

(12)의 종적인 연구에서는 현재 흡연자에서 흡연 기간이 20

나 유산소 운동과 관련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년-39년의 사람들만 대사증후군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였

이 연구에서는 복부비만과 혈압상승은 흡연 기간과 관련

으나, 흡연 기간이 증가할수록 대사증후군의 OR이 증가하

성이 없었다. 과거의 연구 결과들과 비교하면 복부비만의 경

는 경향을 보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흡연량과 흡연 기간을

우에는 연구자마다 결과가 일치되지는 않았다.(12,16,23)

고려한 20갑년(pack-year) 이상 흡연하였을 때 대사증후군

연구자마다 결과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교란변수와 생활습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한다고 하였다. Nakanishi 등

관 관련 요인에 대한 보정이 차이가 났기 때문으로 여겨진

(10)은 일본인 남자를 대상으로 7년 간 관찰을 한 전향적 연

다. 그리고 흡연은 급성적으로 혈압을 증가시켜 혈압상승을

구에서 과거 흡연자의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도가 유의하게

초래하는 반면에,(25) 지속적인 흡연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

증가하였으며, 현재 흡연자에서는 21년 이상 흡연하였을 때

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일치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다.(26,27) 이 연구에서는 혈압상승과 흡연 사이에는 유의한

Wada 등(13)은 매일 20개비 이상 흡연하였던 사람은 금연

관련성이 없었으나 추후 정확한 혈압 측정을 통하여 흡연과

후 최소 10년간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고, 매일

의 관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40개비 이상 흡연하였던 사람은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사

이 연구에서 여자 대상자의 경우 흡연 기간과 대사증후군

증후군 발생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의 이러

사이에 아무런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는 대상자의

한 결과들과 흡연량과 금연기간 등을 보정했을 때에도 흡연

숫자가 적었던 것이 주된 이유일 것으로 판단된다.

기간이 20년 이상일 때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도가 증가한 이

이 연구는 결과 해석에 있어서 다음의 몇 가지의 제한점을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현재 흡연자뿐 아니라 과거 흡연자의

가지고 있다. 첫째는 단면 연구이므로 과거 흡연자들의 흡연

경우에도 흡연 기간이 대사증후군 발생과 유의한 관련성이

기간과 대사증후군과 그 구성요소들과의 연관성에 있어서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인과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사증후군과

이 연구 결과 남자 대상자의 경우에만 대사증후군 구성요

흡연 기간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종적인 연구

소 가운데서는 고혈당증과 중성지방상승이 과거 흡연자의

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흡연 기간이 20년 이상인 군에서 OR이 유의하게 증가하였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흡연력의 경우 자기보고 형식으로 되

다. 종적인 연구나 메타 분석에서는 흡연이 공복 혈당을 증

어 있으므로, 특히 여자에서는 흡연력에 대한 정보 바이어스

가시켜서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하여 이 연

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구 결과와 일치하였으나,(21,22) 다른 단면 연구에서는 공복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을 대표하는 인구집

혈당과 흡연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앞으로

단을 대상으로 과거 흡연자들의 흡연 기간에 따른 대사증후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8,12,16)

군의 위험도를 밝혔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으

대부분의 과거 연구에서는 흡연자들에서 저 HDL-C와

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과거 흡연 남성은 흡연 기간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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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상이 되면 흡연을 중단하더라도 대사증후군과 고혈당
증, 그리고 중성지방상승의 위험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요

약

연구배경: 흡연자들의 흡연 기간에 따른 대사증후군과의 관
련성에 대한 연구는 다수 있으나, 과거 흡연자들의 흡연 기
간과 대사증후군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

5.

6.
7.

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한국 성인들 가운데 과거 흡연자
들의 흡연기간에 따른 대사증후군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확

8.

인하고자 하였다.
방법: 이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가운데 제6기(2014
년-2015년)의 원시자료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조사 대상
자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현재 흡연을 하지 않는 과

9.

거 흡연자 1,792명 이었다. 조사 대상자의 과거 흡연 기간이
10년 미만인 군, 10년 이상에서 20년 미만인 군, 20년 이상인
군으로 나누었다. 과거 흡연 기간에 따른 대사증후군과 그
구성요소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남자 대상자에서 과거 흡연 기간이 10년 미만인 군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흡연 기간 20년 이상인 군의 대사증후군

10.

11.
12.

OR은 1.82 (95% CI: 1.10-3.01), 고혈당증과 중성지방상승
은 각각 1.68 (95% CI: 1.04-2.71), 1.99 (95% CI: 1.14-3.47)
이었다. 여자 대상자에서는 흡연 기간에 따른 대사증후군과

13.

구성요소의 모든 OR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결론: 결론적으로 과거 흡연 남성은 흡연 기간이 20년 이상
이 되면 흡연을 중단하더라도 대사증후군과 고혈당증, 그리
고 중성지방상승의 위험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14.
15.

중심단어: 과거 흡연자; 흡연 기간; 대사증후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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