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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남성에서 흡연과 대사증후군의 연관성
오정은*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Association between Smoking Status and Metabolic Syndrome in Men
Jung Eun Oh*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Soonchunhyang University Hospital, Cheonan, Korea

Background: Smoking is associated with increased insulin resistance. Insulin resistance is a common feature of metabolic syndrom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smoking and metabolic syndrome among Korean men. Methods: Subjects for this
cross-sectional study included 6,281 males over the age of 20 who visited the hospital for a health check-up. Anthropometric measurements
and biochemical studies were conducted. Smoking status of subjects was obtained by self-reported questionnaires. The metabolic syndrome
was defined according to the revised NCEP-ATP III criteria. The risk of metabolic syndrome and its components according to smoking status
was examined using the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overall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was 28.8% and it was significantly (P< 0.001) higher in former smokers (31.4%) compared to never smokers (24.5%) and current smokers (30.1%). After adjustment for
age, body mass index, alcohol consumption, and exercise, the odds ratio for metabolic syndrome in former smokers was 1.29 (95% CI, 1.091.54), while for current smokers who were 1-10, 11-20, and > 20 pack year smokers the OR was 1.11 (95% CI, 0.91-1.33), 1.28 (95% CI, 1.071.54), and 1.38 (95% CI, 1.12-1.70), respectively, compared with nonsmokers. Conclusion: These findings show that former smokers and current smokers with greater than 10 pack year history are at significantly higher risk for metabolic syndrome compared with never smokers.
Especially, the risk of metabolic syndrome in current smokers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number of pack years of sm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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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재 우리나라의 비만 유병률과 흡연율은 감소하고 있지 않다. 2011년

론

국민 건강 영양 조사 결과 성인 남성의 비만 유병률은 36.3%, 성인 남
대사증후군은 복부 비만,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공복 혈당 장애가

성의 흡연율은 48.3%로 나타나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은 심각한 문

한 사람에서 군집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심혈관 질환 및

제임을 보여 주고 있고, 성인 남성의 대사증후군 유병률도 2007년 국

제2형 당뇨병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고 사망률 증가와 관련이 있는

민건강영양조사 결과 29.0%로 남성 3-4명 중 한 명이 대사증후군일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사증후군의 발생 기전은 아직까지 완전히 밝

정도로 만연해 있다.10 이와 같은 역학 조사 결과를 보면 과거에 흡연

혀져 있지 않지만, 복부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이 주요 병인으로 생각

을 했거나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대사증후군 상태인 사

되고 있다. 흡연은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이며 , 인슐린 저항

람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1,2

3,4

5

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 대사증후군과 관련되어 있는
6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7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흡연이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증가
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7 따라서, 흡연 관리를 통해 대사증후군

전 세계적으로 흡연과 비만은 사망을 초래하는 가장 흔한 원인으

의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 건

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공공 보건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

강 증진 분야나 임상 진료에서 대사증후군의 위험 요인으로서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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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성이 그리 주목받고 있지 않은 실정이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미국심장협회와 국립심폐혈관연구소에서 새롭게 제시한 modified

한 흡연과 대사증후군 및 개별 대사 인자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ATP III 진단 기준을 적용하여11 아래 5개의 대사 이상 항목 중 3개 이

활발하지 않았으며, 특히 현재 흡연자의 누적 흡연량에 따른 차이를

상을 만족할 경우 대사증후군으로 진단하였다. 진단 기준 중 허리둘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이에 높은 비만율과 흡연율을 보이는

레 항목은 인종 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한국인의 복부 비만 허리둘레

한국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금연이 대사증후군과 관련성이 있는지,

기준인 90 cm 이상을 적용하였으며12, 항고혈압 약물, 항당뇨병 약물,

그리고 현재 흡연자의 누적 흡연량에 따라 대사증후군과의 관련성에

이상지질혈증 치료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항목이 있는 것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이번 연구를 시행하였다.

으로 간주하였다.
1) 허리둘레: ≥ 90 cm

방 법

2) 혈압: 수축기 혈압 ≥130 mmHg 또는 이완기 혈압 ≥ 85 mmHg,

또는 약물 치료

1. 연구 대상 및 기간
2009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충남 지역의 한 대학병원 건강증진

센터를 방문했던 수검자 중에서 신체 계측치, 혈액 검사 결과, 흡연, 음

3) 공복혈당: ≥100 mg/dL, 또는 약물 치료
4) 중성지방: ≥150 mg/dL, 또는 약물 치료
5)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40 mg/dL 또는 약물 치료

주, 운동에 대한 조사 결과가 누락된 수검자를 제외한 20세 이상 성인
남성 6,281명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SCHCA
2013-12-013)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3. 통계 분석
일원배치분산분석과 카이제곱검정을 통하여 연구 대상자들의 연
령,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음주 습관 등 일반적 특성을 비흡연자, 과

2. 연구 방법

거 흡연자, 10갑년 이하 현재 흡연자, 10갑년 초과 20갑년 이하 현재

1) 신체 계측 및 혈액검사

흡연자, 20갑년 초과 현재 흡연자로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카이제곱

신장과 체중은 자동신체계측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체중(㎏)/

검정을 이용하여 흡연 상태에 따른 대사증후군 및 개별 대사 이상 항

신장(m )]의 식을 이용하여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를 계

목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연령, 음

산하여, 아시아-태평양 비만 치료 지침에 따라 체질량지수를 25.0 kg/

주, 운동, 체질량지수를 보정한 후 흡연 상태가 대사증후군 및 개별

m² 미만군과 25.0 kg/m² 이상군으로 분류하였다. 허리둘레는 직립 자

대사 이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tatistical

세에서 늑골 최하단 부위와 장골 능 최상단 부위의 중간 지점에서 줄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SPSS) 14.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신

자로 측정하였다. 혈압은 5분 이상 안정 상태를 유지한 후 자동 혈압

뢰수준은 95%로 하여, P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

측정계로 양측 상완에서 측정하여 더 높은 쪽 혈압을 채택하였다. 12

으로 판정하였다.

2

시간 이상 금식 후 전주 정맥(antecubital vein)에서 채혈을 한 후 혈당,
중성지방,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을 측정하였다.

결 과

2) 흡연 및 음주 습관 조사

1. 흡연 상태에 따른 연구 대상자의 특성 비교(Table 1)

설문지를 이용하여 연구 대상자의 흡연, 음주, 운동 습관에 대하여

전체 연구 대상자는 6,281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41.9 ± 8.3세였으

조사하였다. 흡연 상태는 비흡연자, 과거 흡연자, 현재 흡연자로 분류

며, 현재 흡연율은 49.4%였고,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은 28.8%였으며,

하였고, 현재 흡연자는 다시 10갑년 이하 현재 흡연자, 10갑년 초과 20

비만의 유병률은 39.5%였다. 비흡연자 1,794명(28.6%), 과거 흡연자

갑년 이하 현재 흡연자, 20갑년 초과 현재 흡연자로 구분하였다. 음주

1,385명(22.0%), 10갑년 이하 현재 흡연자 1,154명(18.4%), 10갑년 초

습관은 1주일 동안 140 g 이하의 알코올 섭취를 적절 음주로, 1주일 동

과 20갑년 이하 현재 흡연자 1,139명(18.1%), 20갑년 초과 현재 흡연자

안 140 g 초과의 알코올 섭취를 문제 음주로 분류하였다. 운동 습관은

809명(12.9%)이었다.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공복 혈당, 중성지방,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하는 경우를 규칙적 운동으로 정의하였다.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은 흡연 상태에 따라 분류한 군 사이에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1). 문제 음주의 비율은 비흡연자에서

3)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

14.8%로 가장 낮았고, 현재 흡연자에서 33.6%로 가장 높았으며(P <

2001년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adult treatment

0.001), 일주일에 3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비율은 과거 흡연자

panel III (NCEP ATP III)에서 제정한 진단 기준을 바탕으로, 2005년

에서 36.5%로 가장 높았고, 현재 흡연자에서 24.2%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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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001). 체질량지수 25.0 kg/m² 이상인 비만의 유병률은 흡연 상

mmHg)의 교차비는 비흡연자에 비해 10갑년 이하 현재 흡연자 0.78

태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95% CI, 0.67-0.92), 10갑년 초과 20갑년 이하 현재 흡연자 0.74 (95%
CI, 0.63-0.87), 20갑년 초과 현재 흡연자 0.66 (95% CI, 0.55-0.79)으로

더 낮았다(P < 0.05).

2. 흡연 상태에 따른 대사증후군 및 개별 대사 이상의 유병률
(Table 2)

공복 혈당 이상의 교차비는 비흡연자에 비해 과거 흡연자에서만

혈압 이상, 공복 혈당 이상, 중성지방 이상,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

1.20 (95% CI, 1.02-1.42)으로 더 높았다(P < 0.05).

롤 이상, 복부비만의 유병률은 흡연 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

중성지방 이상의 교차비는 비흡연자에 비해 10갑년 이하 현재 흡

다(P < 0.001). 대사증후군의 유병률도 비흡연자 24.5%, 과거 흡연자

연자 1.50 (95% CI, 1.28-1.77), 10갑년 초과 20갑년 이하 현재 흡연자

31.4%, 10갑년 이하 현재 흡연자 25.3%, 10갑년 초과 20갑년 이하 현

1.61 (95% CI, 1.37-1.89), 20갑년 초과 현재 흡연자에서 1.67 (95% CI,

재 흡연자 31.2%, 20갑년 초과 현재 흡연자 35.4%로 흡연 상태에 따라

1.39-2.02)로 더 높았다(P < 0.001).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1).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이상의 교차비는 비흡연자에 비해 10갑
년 초과 20갑년 이하 현재 흡연자 1.41 (95% CI, 1.14-1.73), 20갑년 초
과 현재 흡연자 2.11 (95% CI, 1.69-2.65)로 더 높았다(P < 0.05).

3. 흡연 상태에 따른 대사증후군 및 개별 대사 이상의 교차비
(Table 3)

복부 비만의 교차비는 비흡연자에 비해 과거 흡연자 1.27 (95% CI,

연령, 음주, 운동, 체질량지수를 보정한 후 개별 대사 이상 항목의
교차비는 흡연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혈압 이상(BP ≥130/85

1.06-1.55), 20갑년 초과 현재 흡연자 1.44 (95% CI, 1.15-1.81)로 더 높

았다(P < 0.05).

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ccording to smoking status
Variables
Age (year)*
BMI (kg/m2)
WC (cm)*
SBP (mmHg)*
DBP (mmHg)*
FBS (mg/dL)*
TG (mg/dL)*
HDL-C (mg/dL)*
Problem drinker*
Exercise ≥ 3/wk*
BMI ≥ 25 (kg/m2)

Never (N= 1,794)

Ex smoker (N= 1,385)

41.4± 9.5
24.2± 2.9
87.0± 8.2a
132.3± 14.8b
78.0± 10.6a
94.8± 17.9ab
132.9± 83.5a
50.9± 11.2cd
265 (14.8)
511 (28.5)
671 (37.4)

44.5± 9.1
24.5± 2.9
88.1± 7.8bc
134.0± 15.0c
79.2± 11.1b
96.9± 18.7b
145.8± 94.8b
52.0± 11.6d
362 (26.1)
505 (36.5)
563 (40.6)

b

Current 0< PY≤ 10 (N= 1,154)

c

Smoker 10< PY≤ 20 (N= 1,139)

36.6± 6.7
24.3± 2.9
87.3± 8.0ab
130.6± 13.8a
77.1± 10.0a
93.7± 19.4a
154.1± 102.1ac
50.7± 11.2bc
293 (25.4)
272 (23.6)
457 (39.6)
a

41.5± 6.7
24.4± 3.0
88.0± 8.1bc
131.0± 14.4ab
77.8± 10.5a
95.0± 17.3ab
164.8± 113.6cd
49.5± 10.9ab
407 (35.6)
279 (24.5)
474 (41.6)
b

> 20 PY (N= 809)
48.9± 7.7d
24.4± 2.9
88.8± 7.9c
130.8± 15.0ab
78.0± 10.5ab
99.4± 22.5c
168.7± 115.5d
48.2± 11.5a
342 (42.3)
199 (24.6)
316 (39.1)

Data were presented as means± SD or number (%). a, b, c, d; The same letters indicate non-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ased on Tukey’s multiple comparison test.
PY, pack-years; BMI, body mass index; WC, waist circumference;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FBS, fasting blood sugar; TG, triglyceride;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P < 0.001 by ANOVA or chi-square test.

Table 2. Prevalence of individual metabolic abnormalities of metabolic syndrome according to the smoking status
Never (N= 1,794)
BP ≥ 130/85 (mmHg)*
FBS ≥ 100 (mg/dL)*
TG ≥ 150 (mg/dL)*
HDL-C < 40 (mg/dL)*
WC ≥ 90 (cm)*
Metabolic syndrome*

1,046 (58.3)
406 (22.6)
553 (30.8)
250 (13.9)
653 (36.4)
440 (24.5)

Ex-smoker (N= 1,385)
873 (63.0)
406 (29.3)
492 (35.5)
172 (12.4)
591 (42.7)
435 (31.4)

Current smoker
0< PY≤ 10 (N= 1,154)

10< PY≤ 20 (N= 1,139)

> 20 PY (N= 809)

613 (53.1)
234 (20.3)
463 (40.1)
173 (15.0)
415 (36.0)
292 (25.3)

617 (54.2)
264 (23.2)
505 (44.3)
197 (17.3)
470 (41.3)
355 (31.2)

439 (54.3)
253 (31.3)
378 (46.7)
196 (24.2)
367 (45.4)
286 (35.4)

Data were presented as number (%).
PY, pack-years; BP, blood pressure; FBS, fasting blood sugar; TG, triglyceride;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WC, waist circumference.
*P < 0.001 by chi-square test.

http://dx.doi.org/10.7570/kjo.2014.23.2.99

http://www.jksso.org

| 101

오정은·성인 남성에서 흡연과 대사증후군의 관련성

Table 3. The adjusted odds ratios (95% confidence interval) for metabolic syndrome and its individual abnormalities in former and current smokers vs. non-smokers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Never (N= 1,794)

Ex-smoker (N= 1,385)

1
1
1
1
1
1

1.10 (0.95-1.28)
1.20 (1.02-1.42)*
1.15 (0.98-1.34)
0.89 (0.72-1.10)
1.27 (1.06-1.55)*
1.29 (1.09-1.54)*

BP ≥ 130/85 (mmHg)
FBS ≥ 100 (mg/dL)
TG ≥ 150 (mg/dL)
HDL-C < 40 (mg/dL)
WC ≥ 90 (cm)
Metabolic syndrome

Current smoker
0< PY≤ 10 (N= 1,154)

10< PY≤ 20 (N= 1,139)

> 20 PY (N= 809)

0.78 (0.67-0.92)*
1.00 (0.83-1.21)
1.50 (1.28-1.77)†
1.18 (0.95-1.46)
0.96 (0.78-1.18)
1.10 (0.91-1.33)

0.74 (0.63-0.87)†
0.93 (0.78-1.12)
1.61 (1.37-1.89)†
1.41 (1.14-1.73)*
1.19 (0.97-1.46)
1.28 (1.07-1.54)*

0.66 (0.55-0.79)†
1.04 (0.86-1.27)
1.67 (1.39-2.02)†
2.11 (1.69-2.65)†
1.44 (1.15-1.81)*
1.38 (1.12-1.70)*

P values were obtained by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djusted for age, alcohol consumption, exercise and body mass index.
PY, pack-years; BP, blood pressure; FBS, fasting blood sugar; TG, triglyceride;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WC, waist circumference.
*P < 0.05, †P < 0.001.

대사증후군의 교차비는 연령, 음주, 운동, 체질량지수를 보정한 후

며, 인슐린 저항성 증가에도 영향을 주어 대사증후군을 일으킬 것으

비흡연자에 비해 금연자 1.29 (95% CI, 1.09-1.54), 10갑년 초과 20갑

로도 보고 있다.6 이번 연구 결과 누적 흡연량의 증가에 따라 중성지

년 이하 현재 흡연자 1.28 (95% CI, 1.07-1.54), 20갑년 초과 현재 흡연

방 이상,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이상, 복부 비만의 위험도가 증가

자 1.38 (95% CI, 1.12-1.70)로 더 높았다(P < 0.05).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관련되어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증가되
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누적 흡연량 증가에 따라 비만, 음주, 운동을
보정한 후에도 복부 비만과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증가한 이번 연구

고 찰

결과는 흡연이 비만, 음주, 운동 요인에 독립적으로 인슐린 저항성 증
6,281명의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했던 이번 단면 연구 결과 비흡연

가와 내장 지방의 축적에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에 비해 과거 흡연자와 현재 흡연자에서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증가

대사증후군과 흡연량 사이에 용량 반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하였고, 현재 흡연자의 누적 흡연량이 많을 수록 대사증후군의 위험

것이다. 따라서, 흡연량을 줄여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

이 더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과거 흡연자에서는 대사증후군의 구

이 필요하다.

성 요소 중에서 공복 혈당 이상과 복부 비만의 위험이 의미 있게 증가

과거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증가하였고,

하였으며, 현재 흡연자에서는 누적 흡연량 증가에 따라 혈압 이상의

체질량지수가 더 높았으며, 복부 비만의 위험도가 증가하였다.

위험이 의미 있게 감소하였고, 중성지방 이상,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

Ishizaka 등18의 연구에서도 금연 후 대사증후군의 위험 증가가 지속

롤 이상, 복부 비만의 위험이 의미 있게 증가하였으나, 공복혈당 이상

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금연 후에도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감소하

의 의미 있는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지 않는 것을 보면, 금연을 해도 인슐린 저항성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

이번 연구 결과 비흡연자에 비해 현재 흡연자에서 대사증후군의

인다. 금연자의 인슐린 저항성은 비흡연자에 비해 높고 현재 흡연자

위험이 증가하였고 특히, 10갑년 초과 20갑년 이하 현재 흡연자에서

에 비해 낮은 것으로 발표되어 있다.16 이번 연구에서 금연으로 인한

1.28 (95% CI, 1.07-1.54), 20갑년 초과 현재 흡연자에서 1.38 (95% CI,

체중 증가 정도를 조사하진 못했지만, 기존 연구 결과를 보면 금연 후

1.12-1.70) 증가하여 누적 흡연량이 많을 수록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에는 체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서19 이와 관련된 내장 지방의 증가

더 많이 증가하였다. 이는 비흡연자에 비해 현재 흡연자에서 대사증

및 인슐린 저항성의 악화로 인해 대사증후군의 위험 증가가 나타났을

후군의 위험이 1.26 (95% CI, 1.10-1.44) 증가를 보였던 Sun 등 의 메타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가 단면 연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 누적 흡연량이 20갑년 이상인 현재 흡연자에서 비흡연자에 비

결론을 내릴 수 없어 향후 금연 이전의 흡연량, 금연 지속 기간, 금연

해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1.82배 증가하였던 Chen 등 의 연구와 유사

이후의 체중 변화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7

13

한 결과이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했던 Chon 등 의 연구에서도 누적

현재 흡연자에서는 누적 흡연량이 많을수록 중성지방 이상, 고밀

흡연량이 20갑년 이상인 현재 흡연자에서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증가

도지단백콜레스테롤 이상의 위험이 증가하였는데, 기존 연구에서도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19,20 그러나, 과거 흡연자에서는 중성

14

흡연이 직접적으로 인슐린 저항성 증가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 이상의 의미 있는 위험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고, 고밀도지단백

또한, 흡연으로 인한 교감신경계 항진으로 코티솔 농도가 상

콜레스테롤 이상의 위험은 통계적 의미는 없지만 감소하였다. 이를 통

승되어 내장 지방의 축적을 초래하여 지질대사 이상 등을 발생시키

해 흡연이 지질대사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금연을 하거나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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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량을 줄이면 지질대사의 개선으로 대사증후군 및 심혈관 질환의

에서 누적흡연량 증가에 따른 혈당 이상의 의미 있는 위험 증가는 없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었다. 흡연과 혈당 이상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흡연을 하면 혈압이 상승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본 연구 결

Foy 등30이 시행했던 전향적 연구에서는 비흡연자에 비해 현재흡연자

과 혈압 이상의 위험은 비흡연자에 비해 현재 흡연자에서 감소하였

에서 당뇨병 발생 위험이 증가하였고, 금연자에서는 의미 있는 위험

다. 이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들은 일치하지 않았다. Takeuchi 등 의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Chen 등13이 1,146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연구에서 수축기 혈압 130 mmHg 이상의 교차비는 0.9 (95% CI, 0.7-

했던 단면 연구에서는 금연이나 현재 흡연자의 누적 흡연량은 공복

1.1), 이완기 혈압 85 mmHg 이상의 교차비는 0.8 (95% CI, 0.6-1.0)로

혈당 이상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

흡연자에서 낮았지만 통계적 의미는 없었고, Zhu 등 의 연구 결과 높

를 보였었다. 그러나, 본 연구가 단면 연구이기 때문에 흡연과 혈당 이

은 혈압(BP ≥130/85 mmHg)의 교차비는 금연자에서 2.266 (95% CI,

상과의 정확한 관련성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Will 등31

0.900-5.704), 현재 흡연자에서 1.726 (95% CI, 0.858-3.469)으로 비흡

은 금연 지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당뇨병의 위험이 감소하여 남자에서

연자에 비해 높았지만 통계적 의미는 없었다. 그러나, Green 등 은 진

는 금연 10년 후 여자에서는 금연 5년 후 당뇨병의 위험이 비흡연자의

료실에서 측정한 혈압이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에서 더 낮다고 보고

당뇨병 위험도와 차이가 없어졌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하였고,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기타 연구들도 있었다.

금연 지속 기간을 평가하지 못했다.

21

22

23

24,25

담배

속의 니코틴에 의해 카테콜아민의 분비가 증가되어 혈압이 상승하게

대사증후군은 비만이나 음주, 비활동성 등의 나쁜 생활 습관과 관

되는데 흡연을 하면 급성 반응으로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상

련되어 나타난다. 이번 연구에서 흡연자들은 과음을 하는 경향이 있

승하며, 이 효과는 20-30분 동안 지속된다.

고, 운동하는 비율이 낮았다. 즉, 흡연자들은 대사 질환의 위험을 증

26

27,28

진료실에서 측정한 혈

압이 흡연을 하면서 지내는 일상 생활에서의 실제 혈압을 그대로 나

가시키는 생활 방식을 하는 비율이 높았다.

타낸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혈압 측정 대상자의 일부는 진료실 방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이 연구는 단면 연구

문 전 몇 분에서 몇 시간 동안 흡연을 삼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관

이므로 흡연 상태와 대사증후군의 관련성을 원인-결과의 관계로 추

점에서 Mann 등 은 진료실에서 측정한 혈압이 유사했던 흡연을 하

정하기 어려워 향후 전향적인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는 고혈압 환자와 흡연을 하지 않는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실

일개 대학병원 건강 검진 센터 수검자 중 성인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

제 일상생활에서의 혈압을 비교하기 위해 24시간 활동 혈압을 측정

연구이므로 일반 인구 집단을 대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셋째, 흡연 상

한 결과, 깨어 있는 동안의 혈압이 비흡연군에 비해 흡연군에서 더 높

태에 대해 자기 기입식 설문지로 조사하여 정확성에 한계가 있다는

게 나와 원래 두 군의 진료실 혈압이 유사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보여

점이다.

28

주었다. Minami 등 이 고혈압이 없는 건강한 흡연자를 대상으로 하

결론적으로 이번 연구 결과 연령, 음주, 운동, 체질량지수와 독립적

여 1주간은 흡연을 하면서, 또 다른 1주간은 흡연을 하지 않으면서 각

으로 과거 흡연자와 누적 흡연량이 10갑년 초과인 현재 흡연자에서

각 24시간 활동 혈압을 측정한 결과 비흡연 기간의 혈압이 흡연 기간

대사증후군의 위험성이 의미 있게 증가하였다. 심혈관 질환과 대사증

의 혈압보다 의미 있게 낮게 나타났었다. 이 연구들은 단시간의 흡연

후군의 예방을 위해서 비만 예방과 더불어 개인이 흡연을 시작하지

중단으로 인해 혈압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원

않도록 교육하고, 사회적으로 담배를 쉽게 피울 수 없는 환경을 조성

래 일상 생활 중에 흡연을 하며 지내던 현재 흡연자들이 단시간 동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대사증후군의 예방을 위해 비만과 흡연의

흡연을 중단하게 된 것이 교감신경의 항진을 억제하였을 가능성이 있

관리는 함께 시행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29

다. 이번 연구 결과 10갑년 이하 현재흡연자, 10갑년 초과 20갑년 이하
현재흡연자, 20갑년 초과 현재흡연자 모두에서 혈압 이상의 위험이

요 약

감소하였고, 특히, 흡연량이 많을수록 더 많이 감소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했던 흡연자들의 혈압은 금연구역인 건강검진 센터에 입장 후 약

배경: 흡연은 인슐린 저항성 증가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

30분에서 60분 사이에 측정되었고, 이들 중 일부는 검진 센터 방문 전

성은 대사증후군의 주요 병인이다. 이에 흡연과 대사증후군 사이의

이미 단시간 동안 흡연을 중단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로 인해

관련성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이 연구를 시행하였다.

흡연을 하는 평상시보다 혈압이 낮게 측정되었을 가능성도 있어서 비

방법: 이 단면 연구는 2009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일개 대학병원

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에서 혈압 이상의 위험이 감소한다고 결론을 내

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20세 이상 성인 남성 6,281명을 대상으로 하였

릴 수 없어 향후 이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 대사증후군의 진단기준은 modified ATP III의 정의를 따랐고, 그

과거 흡연자에서는 혈당 이상의 위험이 증가하였지만, 현재 흡연자

http://dx.doi.org/10.7570/kjo.2014.23.2.99

중 허리둘레는 한국인의 기준을 따랐다. 흡연력은 설문지로 조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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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흡연 상태는 비흡연자, 과거 흡연자, 현재 흡연자로 분류하였고,

9. World Health Organization. Why tobacco is a public health prior-

현재 흡연자는 10갑년 이하 현재흡연자, 10갑년 초과 20갑년 이하 현

ity. [accessed 2012 Sep 23]; Available from: URL: http://www.who.

재흡연자, 20갑년 초과 현재흡연자로 구분하였다. 다중 로지스틱 회

int/tobacco/health_priority/en/

귀분석을 이용하여 흡연 상태에 따른 대사증후군 및 개별 대사 이상

10. Lim S, Shin H, Song JH, Kwak SH, Kang SM, Won Yoon J, et al.

항목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Increasing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in Korea: the Kore-

결과: 대사증후군의 전체 유병률은 28.8%였고, 과거흡연자의 대사증

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for 1998-

후군 유병률(31.4%)이 현재 흡연자(30.1%)와 비흡연자(24.5%)에 비해

2007. Diabetes Care 2011;34:1323-8.

더 높았다(P < 0.001). 나이, 음주, 운동, 체질량지수를 보정한 후 비흡

11. Grundy SM, Cleeman JI, Daniels SR, Donato KA, Eckel RH,

연자에 비해 과거 흡연자에서 대사증후군의 교차비는 1.29 (95% CI,

Franklin BA, et al. Diagnosis and management of the metabolic

1.09-1.54)로 유의하게 높았고, 10갑년 초과 20갑년 이하인 현재 흡연

syndrome: an American Heart Association/National Heart, Lung,

자와 20갑년 초과인 현재 흡연자의 교차비도 각각 1.28 (95% CI, 1.07-

and Blood Institute Scientific Statement. Circulation 2005;112:

1.54), 1.38 (95% CI, 1.12-1.70)로 유의하게 높았다(P < 0.05). 과거 흡연

2735-52.

자와 현재 흡연자의 누적 흡연량에 따라 대사증후군의 개별 대사 이

12. Lee SY, Park HS, Kim DJ, Han JH, Kim SM, Cho GJ, et al. Appro-

상 항목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priate waist circumference cutoff points for central obesity in Ko-

결론: 과거 흡연자와 누적 흡연량이 10갑년 초과인 현재 흡연자에서

rean adults. Diabetes Res Clin Pract 2007;75:72-80.

대사증후군의 위험성이 의미 있게 증가하였다.
중심단어: 과거, 현재, 흡연자, 대사, 증후군

13. Chen CC, Li TC, Chang PC, Liu CS, Lin WY, Wu MT, et al. Association among cigarette smoking, metabolic syndrome, and its
individual components: the metabolic syndrome study in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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