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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C-reactive protein (CRP) can be used to assess the risk of cardiovascular disease.
Previous studies have demonst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igarette smoking and
high-sensitivity CRP (hs-CRP) elevation. However, the effects of smoking cessation on hs-CRP
have not been evaluated in Korean male adults.
Methods: Based on the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of
2015-2016, self-reported former smokers were selected. Participants with laboratory test
results suggesting acute inflammation or any history of conditions that could elevate CRP levels
were excluded. The frequency of hs-CRP elevation was compared between groups with
various past smoking behaviors and duration of smoking cessation.
Results: The total number of selected participants was 1,243. Participants with larger
cumulative smoking amount (P=0.026) or shorter duration of smoking cessation (P=0.024)
tended to have significantly higher frequency of hs-CRP elevation.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larger cumulative smoking amount have shown higher probability of hs-CRP
elevation than smaller amount, but with no statistical significance. Long-term (＞10 years) and
mid-term (5-10 years) cessation have shown lower probability of hs-CRP elevation than
short-term (＜5 years),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only between short-term and long-term
cessation (odds ratio 0.64; 95% confidence interval 0.41-0.98, P=0.038).
Conclusion: Among past smokers in Korean male adults, the frequency of hs-CRP level
elevation tended to be higher with larger cumulative smoking amount or shorter duration of
smoking cessation. The risk of hs-CRP elevation was significantly lower with long-term
smoking cessation than short-term cessation.
Key Words: Smoking cessation; C-reactive protein; Cardiovascular disease;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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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흡연은 폐암의 주요 위험인자일 뿐만 아니라 동맥경화의

방

법

1. 연구 대상

강력한 위험인자며, 이전 연구들을 통해 심혈관질환, 말초

제6기 3차(2015년) 및 제7기 1차(2016년) 국민건강영양

동맥 질환, 대동맥류, 뇌혈관 질환 등과 흡연과의 연관성이

조사 원시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조사에 참여한 15,530명 중

증명된 바 있다.(1)

에서 19세 이상의 남성 중 과거 흡연력이 있으나 현재는 금

이런 질환들의 미래 발생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여러 시

연 중이라고 응답한 1,734명을 우선 추출하였다. 이 중

도 중에는 C-반응 단백질(C-reactive protein, CRP) 수준

hs-CRP 수준의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급성 염증이 의

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많은 연구들에서 이용되고 있다.

심되는 혈액 검사 결과(백혈구수 ≥10,000/Ul 또는 hs-CRP

염증 반응의 지표로 널리 사용되는 CRP는 전염증성 싸이토

≥3.0 mg/L), 또는 각종 질환의 병력(뇌졸중, 심근경색 및

카인으로 염증과 관련된 면역 반응에 의해 생성되어 혈류 내

협심증, 관절염, 폐결핵, 천식, 암 등)이 하나라도 존재하는

에 존재하게 되며, 전신 염증 상태의 반영뿐 아니라 심혈관

경우를 제외하여 최종 1,24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

의 염증 및 혈전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2,3)

다.

실제로 다수의 대규모 역학 조사들을 통해 건강한 성인에서
CRP가 심혈관질환에 대한 독립적이고 강력한 예측 인자인
것이 밝혀졌다.(4,5)

2. 연구 방법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에 기입된 흡연 기간, 하루 평

이에 흡연과 CRP 수준과의 연관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심

균 흡연량, 금연 기간 등의 흡연 관련 변수 및 연령, BMI, 배

혈관질환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시행 되었

우자유무, 교육수준, 소득수준,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총

으며, 흡연이 CRP의 상승과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6)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CRP는 현재 흡연자, 흡연력이 있으나 현재 금연중인 과거

공복혈당, 백혈구 등의 일반적 특성 또는 심혈관질환 관련

흡연자, 흡연력이 전혀 없는 비흡연자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

변수들을 활용하였다.

며, 현재 흡연자에서 흡연량에 따른 용량-반응 관계가 관찰

연구 대상을 각각의 과거 흡연 행태(흡연 기간, 하루 평균

된 연구도 있었다.(7) 또한 과거 흡연자에서는 장기간 금연

흡연량, 누적 흡연량) 및 금연 기간에 따른 하위집단으로 분

하는 경우일 수록 CRP 수준이 낮다는 연구도 있었다.(8)

류하였다. 흡연 기간은 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년 이상

국내에서도 흡연과 CRP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시

으로 분류하였고, 하루 평균 흡연량은 10개비 미만, 10-20

행되었으나, 대부분 흡연 유무 또는 현재 흡연자의 흡연량

개비 미만, 20개비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누적 흡연량의 경

등에 따른 CRP의 차이를 확인하는 연구들이며, 금연 후

우 ‘하루 평균 흡연량(갑)×흡연기간(년)’으로 계산하여 10

CRP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연구 대

갑년 미만, 10-20갑년 미만, 20갑년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상이 단일 의료기관에 방문한 환자 또는 건강검진 수검자 들

금연 기간의 경우에는 단기(5년 미만), 중기(5-10년 미만),

에 국한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본 연구는 표준화된 대규모

장기(10년 이상) 금연군으로 분류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자 중 금연중인 과거 흡연자를 대상

건강한 성인에서 hs-CRP가 매우 낮은 경우에는 각 변수

으로 시행하였으며, 건강한 무증상 성인에서 매우 낮게 나타

들에 따른 hs-CRP 수준 절대값의 미세한 차이가 실질적으

나는 CRP 수준을 더욱 민감하게 측정하여 심혈관질환 위험

로 염증의 정도 또는 심혈관질환 위험도의 변화를 민감하게

도를 평가하기 위해 고감도 C-반응 단백질(high-sensi-

반영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대상자들의 hs-CRP 수

tivity CRP, hs-CRP)을 이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금연의

준에 대한 사분위수를 이용하여 원시자료에 기입된 hs-

기간에 따라, 그리고 과거 흡연 당시의 흡연 행태에 따라 금

CRP 수준이 제3사분위수(0.90 mg/L) 이상인 경우를 상승

연 후의 CRP 수준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 것으로 간주하며, 각 변수들의 하위 집단 별로 그 상승 빈

한다.

도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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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 분석

11.2±0.3년으로 확인되었으며, 5년 미만, 5-10년 미만, 10

본 연구에서 활용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는 단순

이상의 3개 군 중에서 5년 미만의 단기 금연군이 43.4±

임의표본설계가 아닌 2단계 층화집락표본설계를 이용하여

1.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하고, 10년 이상의 장기 금연

추출된 자료이므로, 층화, 집락 변수를 적용하고 설문, 검진
조사 가중치를 적용하여 복합표본 설계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을 통해 각각의 독립변수, 일반적 특성, 그리고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ardiovascular risk factors in study
subjects (n=1,243).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별로 구분한 하위 집단간의 hs-CRP
수준 상승 빈도를 비교하고,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과거 흡연 행태의 독립 변수들인 흡연 기간, 하루 평균 흡연
량 및 누적 흡연량이 각각 hs-CRP 수준의 상승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기 위해 금연 기간으로 보정한 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사용하였고, 마찬가지로 금연기간이 hs-CRP 수준의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누적 흡연량으로 보정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두 경우 모두 교차분석
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인 일반적 특성 및 심혈관질환 위험
인자 변수들로 보정하였고, 각 집단간의 교차비와 95% 신뢰
구간을 계산하였다.
P값이 0.05 미만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정
하였고, 모든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1 (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다.

결

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 2)
연구 대상자 총 1,243명의 평균 연령은 51.1±0.5세였고
이 중 50대가 28.5±1.5%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 전체의
hs-CRP의 평균값은 0.77±0.02 mg/L였고, hs-CRP 수준
크기에 따른 오름차순으로 나열한 뒤 대상자수를 4등분하여
산출한 4분위수는 각각 0.04 mg/L, 0.60 mg/L, 0.90 mg/L
였다. 대상자들의 과거 흡연 습관 중 총 흡연 기간의 평균은
18.7±0.4년이었고, 흡연기간을 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년 이상의 3개 군으로 분류한 결과 20년 이상 흡연 군이
39.4±1.5%로 가장 많았다. 하루 평균 흡연량은 평균
17.2±0.6개/일이었고, 하루 평균 0-9개, 10-19개, 20개 이
상의 3개 군으로 분류하였을 때 20개 이상 흡연한 군이
48.7±1.6%로 가장 많았다. 누적 흡연량은 평균 17.7±0.5
갑년으로 확인되었고, 10갑년 미만, 10-20갑년 미만, 20갑
년 이상의 3개 군으로 분류하면 10갑년 미만 흡연한 군
42.3±1.5%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들의 평균 금연 기간은

No. of elevated
hs-CRP (%*)

Variables
Age (years)
19-29
30-39
40-49
50-59
60-69
≥70
2
BMI (kg/m )
＜23
23-25
≥25
Systolic BP (mm/Hg)
＜140
≥140
Diastolic BP (mm/Hg)
＜90
≥90
Total cholesterol (mg/dL)
＜240
≥240
Triglycerides (mg/dL)
＜150
≥150
HDL cholesterol (mg/dL)
＜40
≥40
LDL cholesterol (mg/dL)
＜160
≥160
FBS (mg/dL)
＜126
≥126
3
WBC count (10 /μL)
＜8.0
≥8.0

(N=53)
(N=122)
(N=244)
(N=299)
(N=301)
(N=224)

303 (23.0)
13 (22.6)
26 (22.3)
53 (21.3)
72 (23.9)
69 (20.9)
70 (28.8)

(N=357)
(N=357)
(N=529)

61 (15.9)
80 (19.3)
162 (29.8)

(N=1,079)
(N=164)

244 (21.5)
59 (34.9)

P-value‡
0.746

＜0.001

＜0.001

0.005
(N=1,098)
(N=145)

255 (21.4)
48 (33.1)

(N=1,129)
(N=114)

271 (22.1)
32 (30.8)

(N=767)
(N=476)

172 (20.8)
131 (26.2)

(N=316)
(N=927)

94 (27.2)
209 (21.5)

0.081

0.049

0.083

0.606
(N=1,162)
(N=81)

282 (22.7)
21 (25.8)

(N=1,114)
(N=129)

258 (22.1)
45 (32.2)

(N=1,110)
(N=133)

256 (21.9)
47 (31.6)

0.022

0.029

Abbreviations : SD, standard deviation; BMI, body mass index; BP, blood
pressure; HDL, high-density lipoprotein; LDL, low-density lipoprotein; FBS,
fasting blood sugar; WBC, white blood cell; hs-CRP, high-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
*Weighted by complex sample analysis. Elevated hs-CRP is defined as hs-CRP
‡
≥0.9 mg/L. Obtained by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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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levated hs-CRP (≥0.9 mg/L) by categories of past smoking behaviors and duration of smoking cessation in study subjects (n=1,243).
Variables
Duration of smoking (years)
＜10
10-20
≥20
Average daily smoking amount (cigarettes/day)
0-9
10-19
≥20
Cumulative smoking amount (pack-years)
＜10
10-20
≥20
Duration of smoking cessation (years)
＜5
5-10
≥10

No. (%*)

Mean±SD

No. of elevated hs-CRP (%*)

18.7±0.4

†

P-value
0.060

322 (29.3±1.5)
352 (31.3±1.6)
569 (39.4±1.5)

69 (20.5±2.6)
69 (20.1±2.4)
165 (27.1±2.1)
17.2±0.6

0.743

322 (15.0±1.1)
352 (36.3±1.6)
569 (48.7±1.6)

45 (20.5±3.2)
103 (23.6±2.4)
155 (23.3±2.0)
17.7±0.5

0.026

322 (42.3±1.5)
352 (25.4±1.5)
569 (32.3±1.4)

96 (19.5±2.1)
75 (22.2±2.7)
132 (28.1±2.4)
11.2±0.3

0.024

322 (43.4±1.7)
352 (21.4±1.4)
569 (35.2±1.6)

109 (27.1±2.5)
63 (24.2±3.0)
131 (19.0±1.8)

Abbreviation: SD, standard deviation.
†
*Weighted by complex sample analysis. Obtained by Chi-square test.

군이 35.2±1.6%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P=0.024) 또한 기간이 길수록 hs-CRP 상승 빈도가 낮게
나타나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2. 심혈관질환 위험인자에 따른 hs-CRP의 상승 빈도 비교 (표 1)
각각의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별 하위집단들과 hs-CRP
의 상승(≥0.9 mg/L) 빈도를 교차분석을 통해 비교한 결과,

4. 심혈관질환 위험인자에 따른 hs-CRP 상승 빈도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표 3)

BMI (P＜0.001), 수축기혈압(P＜0.001), 이완기혈압(P=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별

0.005), 중성지방(P=0.049), 공복혈당(P=0.022), 백혈구수

하위 집단에 따른 hs-CRP 상승 빈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체

(P=0.029)의 각 하위집단 중 그 수치가 더 높은, 즉 정상 범위

질량지수의 경우 정상군(＜23 kg/m2)과 비교한 과체중군

를 벗어난 집단에서 hs-CRP의 상승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

(23-25 kg/m ) 및 비만군(≥25kg/m )의 hs-CRP 수준 상

다. 반면에 연령대(P=0.746), 총콜레스테롤(P=0.081), 고밀

승 빈도에 대한 교차비는 각각 1.22 (95% 신뢰구간;

도지단백 콜레스테롤(P=0.083),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0.76-1.94, P=0.405) 및 2.04 (1.35-3.08, P=0.001)로 정상

(P=0.606)에서의 hs-CRP의 상승 빈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군에 비해 비만군에서 hs-CRP가 상승할 확률이 유의하게

유의하지 않았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 연령대를 제외한 모든 인자

2

2

들에서 정상군에 비해 비정상군에서 hs-CRP가 상승할 확
3. 과거 흡연 행태 및 금연기간에 따른 hs-CRP의 상승 빈도 비교
(표 2)
과거 흡연 행태 항목 중 흡연 기간(P=0.060)과 하루 평균

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5. 누적 흡연량 및 금연 기간에 따른 hs-CRP 상승 빈도에 대한 로지
스틱 회귀분석 (표 4)

흡연량(P=0.743)의 경우 값의 크기에 따른 hs-CRP 상승 빈

누적 흡연량 및 금연 기간에 따른 hs-CRP 상승 빈도의 교

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누적 흡연

차비를 구하기 위해 연령대 및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들로 보

량(P=0.026)의 경우 그 양이 증가할수록 hs-CRP 상승 빈도

정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 누적 흡연

도 같이 증가하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금연 기간

량에 대해서는 10갑년 미만 흡연군과 비교하여 10-20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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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Odds ratios from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identifying
associations between cardiovascular risk factors and elevation of hs-CRP in
study subjects (n=1,243).
Variables
Age (years)
19-29
30-39
40-49
50-59
60-69
≥70
2
BMI (kg/m )
＜23
23-25
≥25
Systolic BP (mm/Hg)
＜140
≥140
Diastolic BP (mm/Hg)
＜90
≥90
Triglycerides (mg/dL)
＜150
≥150
FBS (mg/dL)
＜126
≥126
3
WBC count (10 /L)
＜8.0
≥8.0

OR*

95% CI

P-value†

1
0.87
0.77
0.92
0.79
1.36

0.36-2.09
0.34-1.75
0.36-2.36
0.31-1.98
0.50-3.71

0.754
0.528
0.861
0.608
0.546

1
1.22
2.04

0.76-1.94
1.35-3.08

0.405
0.001

1
1.53

0.98-2.38

0.060

1
1.36

0.83-2.23

0.228

1
1.08

0.79-1.48

0.620

1
1.58
1
1.43

Table 4. Odds ratios from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identifying
associations between cumulative smoking amount, duration of smoking
cessation and elevation of hs-CRP in study subjects (n=1,243).
Variables

OR*

Cumulative smoking amount(pack-years)
＜10
1
10-20
1.16
≥20
1.36
Duration of smoking cessation(years)
＜5
1
5-9
0.87
≥10
0.64

95% CI

P-value†

0.75-1.80
0.85-2.16

0.497
0.203

0.57-1.33
0.41-0.98

0.517
0.038

Abbreviations: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Odds ratios are adjusted for age, body mass index, systolic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triglyceride level, fasting blood glucose level, white blood cell count.
†
Obtained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고

찰

흡연이 심혈관질환의 위험도를 높이는 기전은 아직 명확
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다. 다만 Billimoria 등은 흡연이 혈액
내의 응고기전 및 지질대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으
1.00-2.49

0.490

며,(9) Cryer 등은 흡연에 의해 에피네프린 및 노르에피네프
린 등의 카테콜아민의 분비가 증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10)

0.89-2.32

0.143

Abbreviations: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Odds ratios are adjusted for cumulative smoking amount, duration of smoking
†
cessation. Obtained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또한 Rifai 등은 흡연에 의해 발생한 여러 자유라디칼(free
radical)들이 심혈관계 내피세포의 손상을 유발한다고 하였
다.(11)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반복적으로 심혈관계에 영향
을 미쳐 심혈관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한 연구에
서는 허혈성 심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25-30%가 흡연에 의

미만 흡연군과 20갑년 이상 흡연군의 교차비는 각각 1.16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등,(12) 흡연이 심혈관질환의

(95% 신뢰구간 0.75-1.80, P=0.497) 및 1.36 (0.85-2.16,

직접적인 위험 인자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P=0.203)으로 확인되어, 누적 흡연량이 많은 군에서

이미 심혈관질환 병력을 갖고 있는 환자가 흡연을 지속할 경

hs-CRP가 상승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

우 재발과 사망의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이

은 없었다.

차예방을 위한 금연의 중요성 또한 매우 강조되고 있다.(13)

금연 기간에 대해서는 단기(5년 미만) 금연군과 비교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흡연자들은 여러 심리적인 이유들

중기(5-10년 미만) 금연군의 교차비는 0.87 (95% 신뢰구간;

로 금연의 성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금연 후 본인의 건

0.57-1.33, P=0.517)이었고 및 장기(10년 이상) 금연군의

강이 원래대로 회복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갖기도 한

교차비는 0.64 (0.41-0.98, P=0.038)로 확인되어, 단기 금연

다.(14) Russel 등의 연구에서는 의료인을 포함한 전문가에

군에 비해 금연 기간이 더 긴 군에서 hs-CRP가 상승할 확률

의해 금연 중재가 이루어질 경우, 흡연과 관련된 급성 질환

이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단기 금연군과 장기 금연군 사이

을 앓고 있는 환자에서는 1년 금연 성공률이 최고 50-65%에

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까지 달하는 것으로 밝힌 바 있다.(15) 이처럼 금연 의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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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흡연자들에게 전문가에 의해 보다 정확하고 동기 유발

본 연구에서 과거 흡연 당시의 흡연 행태와 hs-CRP의 상

적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본 연구의 주제처럼 금

승 빈도를 교차분석을 통해 비교하였을 때 누적 흡연량 항목

연 후 자신의 신체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환자에

에 있어서 흡연량이 많은 군일 수록 hs-CRP의 상승 빈도가

게 유용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결과를 얻었다(P=0.026). 하지만 금연

흡연의 결과로 발생한 저강도 만성 염증 반응은 다형핵 중

기간으로 보정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누적 흡연량에

성구를 활성화시켜 염증성 싸이토카인 생성이 증가되고 이

따른 hs-CRP 상승 위험은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얻

로 인해 CRP의 합성이 증가하게 된다.(16) CRP는 간세포

을 수 있었다. 이전 연구들에서 현재 흡연자들의 흡연 행태

내에서 주로 생성되지만, 지방세포 및 관상동맥 평활근 세포

별로 CRP 수준을 비교한 결과, Choun 등은 하루 평균 흡연

에서도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로 인해 면역형광

량의 증가에 따라 hs-CRP의 상승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한

법을 통해 관상동맥 내 죽상경화성 플라크를 관찰했을 때

다고 보고한 바 있고,(23) Chon 등은 하루 평균 흡연량이 30

CRP가 검출되기도 하였다.(17) 이처럼 죽상경화를 유발하

개비 이상이거나 누적 흡연량이 30갑년 이상인 경우 비흡연

는 만성 전신 염증의 결과로 동맥의 혈관벽뿐만 아니라 혈류

자에 비해 hs-CRP 상승 위험이 유의하게 높다고 밝힌 바 있

내에서도 존재하는 여러 염증 표지자 중 CRP가 실제로 임상

다.(24) 이처럼 현재 흡연자에서 흡연량이 많을 수록 CRP

에서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특성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

상승 위험이 높은 경향은 이전 여러 연구들에서 확인되었다.

다.(18)

하지만 과거 흡연자를 다룬 본 연구의 경우 과거의 누적 흡

CRP의 정상 범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에서 다양하게

연량이 현재의 hs-CRP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기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 전세계적으로 정립된 기준은 없는 상

보다는, 단순히 흡연 당시 누적 흡연량에 따라 hs-CRP의 상

황이다. Shine 등이 정상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

승폭이 컸던 것이고, 그에 따라 금연 후에도 일정 수준으로

에서 연구 대상자들의 CRP 수준 범위는 0.07-29.0 mg/L였

감소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이것이 조사 시점에서

으나, 대상자의 90%는 3.0 mg/L 미만의 CRP 수준을 보이는

비교하였을 때 누적흡연량에 따른 차이로 보였을 것이라고

것으로 나타났다.(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급성 염증에 의한

추측해 볼 수 있다.

연구 결과 교란의 가능성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서 CRP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금연 기간에 따른 hs-CRP 상

정상 상한값을 3.0 mg/L로 설정하였으며, 3.0 mg/L 이상의

승 위험을 비교하였을 때, 5년 미만의 단기 금연군과 비교한

수치인 경우에는 급성 염증의 초기 또는 진행 단계일 가능성

교차비는 5-10년 미만의 중기 금연군의 경우는 0.87 (95%

이 있다고 간주하여 연구 대상에서 과감히 배제하였다. 국내

신뢰구간 0.57-1.33), 10년 이상 장기 금연군의 경우는 0.64

에서는 Jeong 등이 CRP의 정상 상한값을 3.0 mg/L로 설정

(95% 신뢰구간 0.41-0.98)로 금연 기간이 늘어날 수록

한 바 있으며,(20) 국외에서 Roberts 등은 10.0 mg/L를 제시

hs-CRP의 상승 위험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금

하기도 하였다.(21) CRP의 상승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에

연 후 10년 미만 경과한 경우에는 hs-CRP 상승 위험의 유의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다. American Heart Association

한 차이가 없었고, 10년 이상이 경과한 뒤에야 비로소 5년 미

(AHA) 및 Center for disease control (CDC)에서 발표한 한

만의 단기 금연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는 CRP 수준이 ＜1.0 mg/L인 경우는 심혈관질

과거 흡연자의 CRP 수준을 연구한 많은 국외 연구들에서

험 저위험, ＞3.0 mg/L인 경우에는 고위험인 것으로 보는 방

CRP 수준이 금연 후에 즉시 감소하지는 않는다고 밝힌 바

법을 제시하였다.(18)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CRP의 로그변

있으며, 이는 흡연에 의해 발생한 조직 손상이 회복되는 데

환 값을 연속형 변수로 이용하기도 하였고,(1) 연구 대상자

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25) 실제

들의 CRP 수준에 대한 사분위수(quartile)를 기준으로 비교

국외의 한 연구에서는 기존 심혈관질환이 없는 성인에서 현

하기도 하였다.(22)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들의 CRP 수

재 흡연자의 CRP 수준은 과거 흡연자 또는 비흡연자에 비해

준에 대한 제 3사분위수인 0.9 mg/L를 기준으로 사용하였

유의하게 높았을 뿐 아니라, 과거 흡연자의 경우에도 금연

으며, 이는 AHA/CDC에서 제시한 기준과 비교하였을 때 심

후 최대 5년까지는 비흡연자에 비해 CRP 수준이 유의하게

혈관질환 위험도가 평균 이상인 경우와 유사한 것이다.

높았다고 밝혔다.(26) 다른 연구에서도 과거 흡연자에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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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후 5년뒤까지도 과거 흡연자군과 비흡연자군 사이에

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흡연력 과소 추정이 남성보다 더욱

CRP 수준의 유의한 차이가 지속되었다고 밝힌 바 있으

심하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도 여성은 부득이하

며,(27) 더 나아가 20년 이상 금연을 지속한 뒤에 비로소 과

게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었다. 남성에 있어서도 여성

거 흡연자의 CRP 수준이 비흡연자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하

만큼은 아니지만 자가 응답과 간접 흡연, 실수 흡연 등에 의

였다. Frohlich 등이 시행한 연구에서는 성인 남성 과거 흡

한 자료 교란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자들을 대상으로 CRP 수준을 장기간 추적관찰 하였고,

본 연구에서 종속 변수로 사용된 hs-CRP 수준의 경우 국

금연 후 30-55년이 지난 후 CRP 수준이 현재 흡연자들에 비

민건강영양조사의 검사 항목에 포함된 것은 제6기 3차(2015

해 감소하였음을 증명하였다.(1) 그 외에도 단일 시점에서

년) 및 제7기 1차(2016년)의 2개년에 불과하다. 본 연구의

의 CRP 수준 비교뿐 아니라 금연 전 후의 CRP 변화를 관찰

주제에 대해서는 추후 국민건강영양조사가 계속 진행되면

한 연구도 있었다. Crook 등은 현재 흡연자군과 경피 니코

서 hs-CRP 수준에 대한 자료가 축적되어 더 많은 참가자들

틴 패치를 이용하여 8주간 금연에 성공한 과거 흡연자군의

을 대상으로 연구가 시행되고, 자가 보고에 의한 경우 뿐만

CRP 수준 변화를 1년 간격으로 비교하였을 때 유의한 차이

아니라 소변 코티닌 양 분석을 통한 연구나, 성인 남성 뿐만

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28) Hammett 등의 연구에서는 여

아니라 여성을 포함한 모든 성인으로 대상이 확대된 연구가

성 흡연자에서의 CRP 수준을 비교한 결과 니코틴 대체요법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을 통해 6주간 금연에 성공한 여성들에 있어 CRP 수준의 유
의한 감소는 없었다고 밝혔다.(29) 이처럼 위의 모든 연구들

요

약

을 통해 흡연의 결과로 상승한 CRP 수준이 금연 후 유의하
게 감소하기 위해서는 수년 단위의 일정 시간이 필요함을 알

연구배경: C-반응 단백(C-reactive protein; CRP)은 심혈

수 있으며, 본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관질환 위험을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염증 표지자 중

이다.

하나이다. 이전의 국내 및 해외 여러 연구들에서 흡연과 고

이번 연구의 결과는 다소 제한적이긴 하지만 과거 흡연자

감도 C-반응 단백(high-sensitivity CRP; hs-CRP) 상승

들에 있어 과거 흡연량에 따라 현재의 CRP 수준도 영향을

사이의 관계가 증명된 바 있다. 그러나 한국 성인 남성에서

받을 수 있다는 점과, 금연 기간이 어느 정도의 기간 이상이

hs-CRP 상승에 대한 금연의 효과에 대해서는 연구가 아직

되는 경우에는 CRP 수준의 유의한 감소가 있을 수 있다는

부족한 상황이다.

것을 보였다. 하지만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한 본 연구는

방법: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단면 연구로,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의 hs-CRP 수준이 이 연

토대로, 본인이 과거 흡연력이 있으나 현재 금연 중이라고

구의 본래 목적인 심혈관질환 위험도 평가에 있어 추후 실제

응답한 참가자들을 우선 선별하였다. 이들 중 급성 염증을

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확인은 어렵다는 단점이

암시하는 실험실 검사 결과 또는 hs-CRP 수준을 상승시킬

있다. 또한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실험실 검사들을 제외한 나

수 있는 병력이 하나라도 있는 참가자는 제외하였다. 여러

머지 항목에 있어서는 자가 응답식 설문 조사로 이루어진다

과거 흡연 행태 관련 변수들 및 금연 기간에 따른 hs-CRP의

는 제한점이 있다. 이에 일부 연구 대상자에서는 hs-CRP의

상승 빈도를 비교하였다. 과거 흡연 행태 관련 변수로는 총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이나 상태를 가지고 있으나

흡연 기간, 하루 평균 흡연량 및 누적 흡연량이 포함되었다.

실제 진단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을

결과: 총 연구 대상자는 1,243명이었다. 교차 분석을 통해

가능성이 있다. 또한 흡연과 관련된 설문 항목의 경우 사회

hs-CRP의 상승 빈도를 비교한 결과, 누적 흡연량(P=0.026)

적 바람직함 편향(social desirability bias)에 의해 응답의

이 많거나 금연 기간(P=0.024)이 길수록 hs-CRP 상승 빈도

교란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Park 등(30)이 국민건강영양조

가 유의하게 높았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는 누적 흡연량

사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 환자들의 자가 보고 및 소변 코

이 많은 군일수록 hs-CRP 상승 확률이 높았으나 통계적 유

티닌 수준 측정 각각에 의한 흡연율을 비교한 결과 자가 보

의성은 없었다. 금연 기간의 경우 장기(＞10년) 및 중기

고에 의한 흡연율이 실제보다 과소 추정되었다고 밝힌 바 있

(5-10년 미만) 금연군이 단기(5년 미만) 금연군보다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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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 상승 가능성이 낮았으며, 특히 단기 및 장기 금연군 사
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교차비 0.64, 95%

11.

신뢰구간 0.41-0.98, P=0.038).
결론: 한국 성인 남성 중 과거 흡연자에서, 누적 흡연량이 많

12.

거나 금연 기간이 짧을수록 hs-CRP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
이 있었다. hs-CRP 상승 위험은 단기 금연군보다 장기 금연

13.

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중심단어: 금연; C-반응 단백; 심혈관질환; 국민건강영양조사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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