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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Several studies suggest that smoking is a risk factor of metabolic syndrom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association between smoking status and metabolic syndrome among Korean adults.
Methods: We assessed 4349 participants aged 19 years and older from the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al Examination
Survey 2013. Smoking statuses were collected from self-reported questionnaires. Subjects we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non-smokers, former smokers, and current smokers. The diagnosis of metabolic syndrome was made using criteria modified
NCEP-ATP III.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calculate odds ratios between smoking status and metabolic syndrome.
Results: The overall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was 27.8% and former smokers had the highest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at 30.7%. After adjustment for age, sex, alcohol consumption, physical activity and body mass index, the odds ratio
for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disorder, triglyceride disorder, abdominal obesity in current smokers was 1.25 (95% CI,
1.02∼1.54), 1.83 (95% CI, 1.48∼2.26), and 1.35 (95% CI, 1.00∼1.81) compared with non-smokers, respectively. For metabolic
syndrome, the odds ratio in current smokers was 1.30 (95% CI, 1.02∼1.68) compared with non-smokers.
Conclusion: Current smokers showed increased risk for metabolic syndrome. Smoking status was associated with increased
risk of metabolic syndrome in Korean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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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진단을 위해 고혈압약 복용 유무,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론

복용 유무, 경구혈당강하제 복용 및 인슐린 주사 여부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 고혈압, 공복혈당장애, 이상

항목을 이용하였다. 검진조사에서는 신체계측 항목 중

지질혈증이 한 개인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심

신장, 체중을 이용한 체질량지수 및 혈액 검사 항목을

혈관질환,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며 사망률

활용하였다.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병태생리에 관

체질량지수는 체중(kg)/신장(m)2로 계산하였으며, 신체

하여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인슐린저항성이 주요 병

계측은 일회용 검진 가운을 입고 맨발인 상태에서 훈련

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1-3)

흡연은 인슐린저항성을 증가시
4)

키며 대사증후군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된 검사자가 체중(kg)과 신장(m)을 측정하였다. 허리둘레
는 측정자가 대상자의 측면에서 최하위 늑골하단과 골

몇몇 단면연구에서 대사증후군의 구성요소인 복부비

반 장골 능 상단 사이의 중간지점에서 줄자를 사용하여

만, 혈압 이상, 공복혈당장애 및 이상지질혈증의 유병률

대상자가 숨을 내쉰 상태에서 측정하였다. 혈압은 15분

5-8)

한 메타분

이상 안정 상태를 유지한 후 5분 간격으로 3회 측정하였

석 연구는 흡연이 중성지방을 높이고 고밀도지질단백질

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측정된 혈압의 평균을 사용하였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보고하여 흡연이 대

다. 채혈 전 8시간 이상 금식 후 대상자의 혈당, 중성지

이 흡연군에서 비흡연군에 비해 더 높았다.

9)

방, 고밀도지질단백질콜레스테롤을 측정하였다.

사증후군과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한국인에서 수행된 몇몇 연구들은 흡연이 대사증후군
5)

대상자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을 자기기입식 설문조

위험도 증가와 연관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한

사하였다. 흡연 상태는 비흡연자, 과거 흡연자, 현재 흡

국인을 대상으로 흡연과 대사증후군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자로 분류하였다. 음주 습관은 한 번 음주하는 날 마시

연구의 수가 많지 않았고 건강검진기관의 수진자를 대

는 음주량이 남자 5잔 이상, 여자 3잔 이상일 때 문제

상으로 하여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제

음주로 분류하였다. 신체활동 정도는 국제신체활동도 평

한점을 가진 연구들이 많았다.

가의 환산법에 근거하여 지난 7일 동안의 10분 이상의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인의 건강 특성을 대표성 있게

고강도 신체활동, 중등도 신체활동, 걷기 신체활동의 시

반영하는 국내 대표적인 역학 자료인 국민건강영양조사

간을 Metabolic Equivalent of Task (METs)로 환산하였고

자료를 통해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흡연 상태에 따른 대

활동 유형에 따른 MET값으로 다음과 같이 총 신체활동

사증후군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시행하였다.

량을 산출하였다.

대상 및 방법

- 고강도 신체활동량=8.0 MET×시간(분)×일 수
- 중등도 신체활동량=4.0 MET×시간(분)×일 수

1. 연구 대상자

- 걷기 신체활동량=3.3 MET×시간(분)×일 수
10)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6기 중 1차년도인 2013년에

수행된 조사 참여에 동의한 19세 이상 성인 6,113명을

- 총 신체활동량(MET-min/week)=고강도 신체활동량＋
중등도 신체활동량＋걷기 신체활동량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흡연, 음주, 운동 관련 문항에 응
답하지 않거나, 신체 계측치, 혈액 검사 결과에 대한 자

산출된 총 신체활동량을 통해 3,000 METs 이상을 고

료가 없는 경우와 뇌경색, 심근경색, 암 등의 중증질환

도(high), 3,000 METs 미만 600 METs 이상을 중등도

을 진단받은 경우를 제외하여 최종 4,349명을 대상자로

(moderate), 그 외의 경우를 저도(low)군의 세 가지 그룹

포함하였다.

으로 분류하였다.

2. 연구 변수 측정

3. 대사증후군의 진단기준

국민건강영양조사 항목 중 건강설문조사와 검진조사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Adult Treatment

를 활용하였다. 건강설문조사에서는 성별, 연령, 흡연, 음

Panel III (NCEP-ATPIII)의 진단기준을 수정하여, 2005년

주, 신체활동 조사 항목을 활용하였다. 또한 대사증후군

미국심장협회와 국립심폐혈관연구소에서 제시한 mo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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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d ATP III를 적용하여 대사증후군을 정의하였다.11) 허

였다. 흡연상태가 대사증후군 및 개별 대사 이상 항목에

리둘레, 혈압, 공복혈당, 중성지방, 고밀도지질단백질콜레

미치는 영향은 연령, 성별, 음주, 신체활동, 체질량지수

스테롤 등 5개 대사 항목 중 3개 이상이 해당 범위에 포

를 공변수로 보정한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평가

함되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하였다.

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공변수는 기존 연구에서 대사증

복부비만은 허리둘레로 평가하며 한국인의 복부비만

후군과 연관성이 있다고 제시되었거나13), 본 연구대상자

허리둘레 기준인 남자 90 cm 이상, 여자 85 cm 이상으

에서 흡연상태와 연관이 있었던 변수를 기준으로 선정

12)

로 정의하였다.

혈압은 수축기혈압 130 mmHg 이상

하였다.

또는 이완기혈압 85 mmHg 이상, 공복혈당은 100 mg/dL

모든 통계분석은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이상, 중성지방은 150 mg/dL 이상, 고밀도지질단백질콜

(SPSS)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신뢰수준은 95%로

레스테롤은 남자 40 mg/dL 미만, 여자 50 mg/dL 미만을

하여, P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

각 항목별 해당 범위로 적용하였다. 고혈압, 당뇨병, 이

로 판정하여 양측성 검정을 시행하였다.

상지질혈증으로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는 각 해당 항목
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결

4. 통계분석

과

1. 흡연 상태에 따른 연구 대상자의 임상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특성 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혈압, 중

흡연 상태에 따른 본 연구대상자들의 대사증후군 비

성지방, 고밀도지질단백질콜레스테롤 등 연속변수로 측

율은 27.8% (n=1,210)으로 남성에서는 31.0% (n=593),

정된 특성은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이용하여 평균 비교를

여성에서는 25.3% (n=617)였다. 흡연 상태에 따른 대상

했고 신체활동 및 음주 습관과 같은 범주변수로 측정된

자의 비율은 비흡연자 59.9% (n=2,605), 과거 흡연자

특성은 카이제곱검정으로 비교하였다.

18.3% (n=798), 현재 흡연자 21.8% (n=946)였다. 남성

흡연상태에 따른 대사증후군 및 개별 대사이상 항목

에서는 현재 흡연자가 84.4% (n=798)로 가장 많았고 여

별 분포는 빈도와 비율로 제시하였으며, 카이제곱검정을

성에서는 비흡연자가 83.3% (n=2,170)로 가장 많았다.

실시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

평균 연령은 47.3세였고 과거 흡연자의 연령이 51.8세로

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ccording to the smoking status

Sex
Male
Female
Age (year)
BMI (kg/m2)
WC (cm)
SBP (mmHg)
DBP (mmHg)
FPG (mg/dL)
TG (mg/dL)
HDL-C (mg/dL)
Problem drinker
Physical activity (MET)
Moderate (600∼2,999)
High (≥3,000)

Never smoker
(n=2,605)

Former smoker
(n=798)

Current smoker
(n=946)

435 (16.7%)
2,170 (83.3%)
47.2±15.9
23.5±3.4
78.3±9.7
115.9±17.3
73.7±10.2
96.8±18.8
116.1±78.3
49.7±10.3
780 (29.9%)

678 (85.0%)
120 (15.0%)
51.8±15.8
23.9±3.0
83.2±8.7
119.8±15.9
77.0±10.4
101.3±21.5
147.0±116.4
47.0±11.1
369 (46.2%)

798 (84.4%)
148 (15.6%)
43.8±14.0
24.1±3.5
82.9±9.6
117.9±15.9
77.3±11.3
100.0±23.0
174.0±160.1
45.6±10.4
596 (63.0%)

1,153 (44.3%)
419 (16.1%)

373 (46.7%)
199 (24.9%)

390 (41.2%)
262 (27.7%)

P value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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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 is presented as mean±SD or number (%).
BMI, body mass index; WC, waist circumference;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FPG, fasting plasma
glucose; TG, triglyceride; HDL-C,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임재석 외: 한국 성인에서 흡연과 대사증후군의 관련성: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41

가장 높았다. 대사적 특성 중 허리둘레, 수축기혈압, 공

동, 체질량지수를 모두 보정한 후의 흡연과 대사증후군

복혈당, 중등도의 신체활동 비율은 과거 흡연자에서 가

및 대사증후군 구성요소와의 연관성을 평가하였다. 혈압

장 높았고 현재 흡연자에서는 체질량지수, 이완기혈압,

이상과 공복혈당 이상은 비흡연자와 비교하여 과거 흡

중성지방, 문제 음주의 비율, 높은 수준의 신체활동을

연자와 현재 흡연자 모두에서 유의한 위험 증가를 보이

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고밀도지질단백질콜레스테롤

지 않았다. 고밀도지질단백질콜레스테롤 이상, 중성지방

은 현재 흡연자에서 유의하게 가장 낮았다(Table 1).

이상, 복부비만은 비흡연자와 비교하여 현재 흡연자에서
각각 1.25배(95% CI, 1.02∼1.54), 1.83배(95% CI, 1.48∼

2.26), 1.35배(95% CI, 1.00∼1.81)로 유의한 위험 증가를

2. 흡연상태에 따른 대사증후군 및 대사증후군 구성
요소의 비율

보였다. 대사증후군의 위험은 비흡연자에 비해 현재 흡
연자에서 1.30배(95% CI, 1.02∼1.68)로 유의하게 더 높

혈압 이상, 공복혈당 이상, 고밀도지질단백질콜레스테
롤 이상, 중성지방 이상, 복부비만의 비율은 모두 흡연

았다(Table 3).

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사증후군의 비율
은 비흡연자 26.0%, 과거 흡연자 30.7%, 현재 흡연자

고

찰

30.5%로 흡연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본 연구는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

흡연과 대사증후군과의 연관성을 평가하였다. 이전 흡연

3. 흡연 상태에 따른 대사증후군 및 대사증후군 구성

과 대사증후군의 관련성에 대한 한국의 연구가 많지 않

요소의 교차비

아 한국뿐 아니라 해외 논문의 연구결과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 정한 공변수인 연령, 성별, 음주, 신체활

이번 연구 평가에 반영하였다. 이번 연구 결과 비흡연자

Table 2.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and its components according to the smoking status

Never smoker
Elevated BP
Elevated FPG
Reduced HDL-C
Elevated TG
Abdominal obesity
Metabolic syndrome

836
699
1,319
710
525
676

Former smoker

(32.1%)
(26.8%)
(50.6%)
(27.3%)
(20.2%)
(26.0%)

366
310
298
296
183
245

Current smoker

(45.9%)
(38.8%)
(37.3%)
(37.1%)
(22.9%)
(30.7%)

330
313
387
410
229
289

P value
＜0.001
＜0.001
＜0.001
＜0.001
0.020
0.003

(34.9%)
(33.1%)
(40.9%)
(43.3%)
(24.2%)
(30.5%)

Data is presented as number (%).
BP, blood pressure; FPG, fasting plasma glucose; HDL-C,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TG, triglyceride.

Table 3. Adjusted odds ratio (OR) of metabolic syndrome and its components according to smoking status

Never smoker
Elevated BP
Elevated FPG
Reduced HDL-C
Elevated TG
Abdominal obesity
Metabolic syndrome

1.00
1.00
1.00
1.00
1.00
1.00

Former smoker
OR (95% CI)
0.91
0.93
0.82
1.07
0.99
0.78

(0.72∼1.16)
(0.74∼1.18)
(0.67∼1.02)
(0.85∼1.33)
(0.73∼1.34)
(0.60∼1.02)

Current smoker
P value*
0.460
0.578
0.080
0.543
0.955
0.073

OR (95% CI)
0.90
1.05
1.25
1.83
1.35
1.30

(0.71∼1.14)
(0.84∼1.32)
(1.02∼1.54)
(1.48∼2.26)
(1.00∼1.81)
(1.02∼1.68)

P value*
0.399
0.629
0.026
＜0.001
0.045
0.035

Data is presented as OR (95% confidence interval).
BP, blood pressure; FPG, fasting plasma glucose; HDL-C,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TG, triglyceride.
*P value was calculated from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djusted for age, sex, alcohol consumption, physical activity and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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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현재 흡연자에서만 유의하게 대사증후군 위험

이기 때문에 흡연과 혈당 이상과의 정확한 관련성을 평

도가 증가하였다. 이는 현재 흡연자는 대사증후군 위험

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나, 과거 흡연자는 대사증후군의
14)

위험요인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보고한 Chen 등 의 연
15)

본 연구에서는 과거 흡연자와 현재 흡연자 모두에서
흡연 상태와 혈압 이상 위험은 유의한 연관성이 없었다.

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Ishizaka 등 의 연구

흡연과 혈압 이상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존 연구의 결과

에서는 과거 흡연자에서 대사증후군 위험이 유의하게

24)
들은 다양한 차이가 있는데 Zhu 등 의 연구에서는 본

높아진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연구와 같이 유의한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일반

16)

Calo 등 의 연구에서는 현재 흡연자에서 누적흡연량이

적으로 흡연은 단기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증가할수록 대사증후군 위험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관

알려져 있으나25), 반대로 많은 연구에서 흡연자에서 비

련성을 보여주었다.

26,27)
그러나
흡연자보다 혈압이 더 낮다고 보고하였다.

흡연은 인슐린저항성을 증가시키고 고밀도지단백콜레

그 기전에 대해서는 뚜렷한 설명이 없으며, 흡연이 혈압

스테롤 감소와 중성지방 증가를 유도하는 등 체내의 지

에 미치는 영향의 기전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

17)

질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흡연으

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로 인해 산화스트레스가 증가하고 니코틴에 의해 지방

이번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우선, 단면 조사

분해가 촉진되어 지방세포에서 아디포넥틴이 감소한다

연구로 시행되어 흡연과 대사증후군 및 대사증후군 구

18)

이번 연구에서도 현재 흡연자에서 비

성요소들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없었다. 추후 선후

흡연자에 비해 고밀도지질단백질콜레스테롤 이상, 중성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전향적인 연구들이 필요하겠다.

지방 이상의 위험이 증가하였고 이는 흡연이 지질대사

둘째, 성별을 보정하였지만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서 분

고 알려져 있다.

5)

19)

에 영향을 미친다는 Oh 등 과 Tonstad 등 의 연구와 유

석하지 못하여 성별에 따른 흡연과 대사증후군의 연관

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특히 현재 흡연자에서 중성지방

성을 비교하지 못했다. 셋째, 흡연 상태를 자가보고 방

이상 위험은 대사증후군 구성요소 중 흡연과 가장 연관

식으로 조사하여 측정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겠다.
하지만 본 주제에 관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성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 체질량지수는 현재 흡연자에서 가장 높

연구는 그 수가 많지 않고 전국민에서 대표성을 가진 연

았고, 체질량지수를 보정한 복부비만의 위험은 현재 흡

구대상자를 선정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통해 분석

연자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흡연이 동일 체질량

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

하에서 신체 지방분포를 변화시켜 복부비만도를 높이고

연구의 결과는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로 인해 대사증후군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한
20)

결론적으로 이번 연구에서 연령, 성별, 음주, 신체활동

Canoy 등 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중등도의 신체활

을 보정한 후에도 비흡연자와 비교하였을 때 현재 흡연

동 비율에 있어서 현재 흡연자들은 비흡연자와 비교하

자에서 대사증후군 위험성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이는

여 유의하게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현재 흡연자들의

흡연이 내장비만, 지질대사 등과 관련하여 전체적인 대

문제 음주의 비율도 비흡연자 및 과거 흡연자들과 비교

사증후군의 위험을 높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여 유의하게 가장 높았다. 흡연자들은 건강하지 못한

다. 이러한 흡연과 대사증후군과의 관계에 대하여 정확

생활습관을 보이고 있었고, 대사증후군의 예방을 위해

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향후 다각적이고 대규모의 전향

생활습관의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연구에서 공복혈당 이상의 위험은 과거 흡연자
및 현재 흡연자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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