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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배경과 목적:

흡연에 대한 노출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로 사용되어 온 흡연에 관한

자가 보고는 잘못된 계측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자가 보고는 흡연량의 양적 평가

에서 유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인슐린 저항성은 낮은 높은 내당능장. HDL, TG,

애 고혈압 등 일련의 대사장애와 연관되어 허혈성 심질환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인슐린 저항성과 흡연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가 시행되었으.

나 단면 연구로서 흡연과 제 형 당뇨병과의 관계는 정립되지 않았으며 관련 국2 ,

내 연구는 드물다 또한 이 연구는 흡연 생체 지표의 반감기 특성을 이용하여.

인슐린 저항성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데 그 특이점이 있다.

연구대상 및 방법: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기 원시자료를 이용하였다7 (2016-2018) .

종속변수는 를 활용한 인슐린저항성 위Triglyceride and Glucose (TyG) Index

험 여부 흥미 변수는 요중 및 수치를 활용한 흡연 여부이며,  Cotinine NNAL  , 

독립 변수는 인구통계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건강 요인을 선정하였다 흥,  ,  .

미 변수는 반감기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작적 정의를 적용하였는데 코티닌과,

이 모두 흡연군인 경우 지속 흡연군 수치만NNAL (Continous-smoker), NNAL

흡연군인 경우 과거 흡연군 코티닌 수치만 흡연군인 경우(Ex-smoker), (Recent

코티닌과 수치가 모두 비흡연군인 경우 비흡연군only-smoker), NNAL

로 정의하여 각각의 단기 흡연 패턴과 인슐린 저항성의 차이에(Non-smoker)

대해 분석했다 대상자의 분포와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및.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흥미변수를 비롯한 독립변수들과Chi-square, T-t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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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들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를 실시하였다analysis .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기존 선행 연구와 같이 전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

수록 과체중일수록 신체활동을 하지 않을수록 만성 질환이 있을수록 흡연량, , , ,

이 많을수록 흡연 생체지표가 흡연군일 경우 높은 인슐린 저항성 경향을 보였,

다 단기 흡연 패턴에 따라 흡연군을 구분하였을 때 요중 코티닌과 이. , NNAL

모두 흡연군에 속하는 지속 흡연군의 경우 비흡연군에 비해 높은 인슐린 저항성

에 속할 확률이 남성 1.74( 여성95% CI: 1.27 2.38), 2.01(95% CI: 1.33– –

으로 가장 높았다3.03) .

결론: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와 같이 고령 비만 운동 부족 등이 높은 인슐린 저, ,

항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과 흡연 생체지표가 흡연군에 속하는 경우 비흡

연군에 비해 높은 인슐린 저항성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단기 흡.

연 패턴에서 최근 일 이내부터 당일 시간 이내까지 흡연한 것으로 추정되40 16

는 지속 흡연군의 경우가 비흡연군에 비해 대부분의 독립변수에서 높은 인슐린

저항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각종 질환의 위험인자가 되는 높은 인슐린 저.

항성은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흡연 특히 단기 흡연 패턴에서 지,

속적으로 흡연하는 것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금연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핵심어 흡연 코티닌 단기 흡연 패턴 인슐린 저항성: , , NNAL, , , TyG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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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Ⅰ

연구배경 및 필요성1.

담배는 니코틴 석탄산 카드뮴 아크로레인 벤조피렌 청산화합물 부탄가스, , , , , , ,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타르 유화수소 시안화 수소 비소 등 여종의 화학, , , , , 4000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유해한 성분이 상당 수 포함되어 있다 이상업 안순보( , ,

또한 흡연 시 폐 안으로 흡입되는 화학물질과 발암물질로 인해 술잔 세2005).

포 를 포함한 폐 세포가 증식하게 되고 그 결과 과도한 점액이 생산(goblet cell)

되어 기도 내경이 좁아지고 분비물제거가 어렵게 되며 섬모운동이 감소하는 동,

시에 섬모세포가 소실되고 세포막은 파괴되어 폐포 말단의 공기주머니는 비정상

적으로 확장된다 김금순 이러한 변화가 진행되면서 비가역적 폐질환인( , 2016).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chane RE et al., 2008).

흡연자의 정도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진행되며 흡연을 중단만 하10-26% ,

더라도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기 때문에 금연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중요한 예

방 및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폐암 사망의(Schane RE et al., 2008).

만성 호흡기 질환의 심혈관 질환의 는 흡연에 그 원인이 있으71%, 42%, 10%

며 흡연은 만성 질환 뿐만 아니라 결핵 및 하기도 호흡기 감염 등 감염성 질환

의 주요한 원인이다 우리나라의 만 세 이상 남성 흡연율은(WHO, 2012). 15

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으31.4% (OECD)

며 성인 여성 흡연율은 남성에 비해 낮게 보고되고 있으나 젊은 성인 여성의 흡

연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건복지부 흡연으로 인한 질병 부담도 상당( , 2019).

한데 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흡연으로 인한 사망 중 신생물이 약 약, 2015 33%(

만명 호흡기계 질환 약 약 만명 심혈관 질환 약 약 만212 ), 29%( 187 ), 29%(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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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소화기계 질환 약 약 만명 당뇨 약 약 만명 하기도감염 약), 3%( 20 ), 2%( 13 ),

약 만명 결핵 약 약 만명 으로 예측되고 있다2%( 15 ), 1%( 9 ) (Mackay JL et al.,

흡연자의 직접 흡연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접촉자가 겪는 간접흡연 역시2012).

예외가 아닌데 간접흡연이란 직접 흡연의 대응 개념으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남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마시게 되는 상태로 이영현 이동욱 간( , , 2004),

접흡연은 흡연의 의 효과를 가지며 이상업 안순보 간접흡연에 노출75% ( , , 2005)

된 성인에서 폐기능의 의미있는 감소를 보였다 정윤령 매년 약 만( , 2011). 600

명의 사망자가 흡연에 기인하는데 그 중 만 명 이상은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60

사망하는 것으로도 보고되고 있다 지표를 활용한 최신 연(WHO, 2012). NNAL

구에서도 부모가 모두 흡연자인 경우 자녀의 및 코티닌 농도가 가장 높NNAL

았으며 부모의 흡연량이 많을수록 자녀의 흡연 관련 소변 생체지표 농도가 높게

확인되었다(Jeong SH et al., 2021).

흡연에 대한 노출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로 사용되어 온 흡연에 관한

자가보고는 잘못된 계측을 초래할 수 있으며(Chen et al., 2001; Perez-Stable

이는 실제로 에서만 생물학적 지표et al., 1992; Wells et al., 1998) 46-53%

측정 결과와 일치한 바 있어 자가보고는 흡연량의 양적(Wilcox et al., 1979),

평가에서 유용하지 않을 수 있다 건강에 대한 국민 인(Gonzalez et al., 1996).

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흡연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정부의 금연정,

책으로 흡연자에 대한 압력이 큰 상황에서 위축된 응답자가 거짓으로 설문에 응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최욱희 박경화 자가보고는 바람직하지 않은( , , 2014).

것으로 인식되는 사회적 행동이나 건강행태를 인정하지 않으려 할 수 있기에 설

문 대상자들의 보고를 신뢰하기 힘들다 또한 흡연(Caraballo RS et al., 2001).

의 생화학적 지표와 자가보고 흡연상태의 비교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자가 보고

가 실제 흡연상태보다 낮게 응답되었다 특히 학력(Klebanoff MA et al., 1998).

수준이 높거나 연령이 젊을수록 자가 보고의 불일치 가능성이 높다(Choi W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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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니코틴 노출에 대한 객관적인 양적 측정방법이 필요하다는 의al., 2014).

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니코틴의 주요 대사물질인 코티닌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겠다 니코틴의 시간 반감기에 비해 코티닌의 반감기는. 2 ,

시간으로 훨씬 길며 체액에16-20 (Wong et al., 2012; Haufroid et al., 1998)

서 더 높은 농도로 측정되므로 흡연의 생물학적 표지자(Benowitz et al., 2009)

로써 코티닌을 제시할 수 있다 역시 담배의 비특이적 화학물질 의. NNAL NNK

부산물로 흡연 관련 바이오마커의 하나이다.

최근 급격히 변하고 있는 식생활 및 생활환경의 변화와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고혈압 제 형 당뇨병 심혈관질환 등 만성 및 퇴행성 질환의 증가 및 유, 2 ,

병률과 사망률은 국민 보건의 핵심관리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김일순( , 1995).

제 형 당뇨병의 경우 고혈당을 공통적 요소로 보지만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2

되는 질환군이며 비만 및 고지방식이에 의한 내당능장애 환자에서 흔히 발견되

는 인슐린 저항성의 경우 췌장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능이 보상적으로 증가되

어 있는 상태에서는 정상혈당을 유지하지만 인슐린 분비능이 인슐린저항성을 극

복할 수 없을 경우 혈당의 상승과 함께 제 형 당뇨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2

되고 있다 최철수 인슐린 저항성은 낮은 높은 내당능장애( , 2011). HDL, TG, ,

고혈압 등 일련의 대사장애와 연관되어 허혈성 심질환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

다 인슐린 저항성과 흡연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Reaven GM, 1993).

연구가 시행되었으며 흡연이 당뇨병 발생의 위험인자인 동시에 흡연을 많이 할

수록 당뇨병의 발생 위험이 커지는 용량 반응 관계가 성립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단면 연구로서 흡연(Manson JE et al., 2000; Foy CG et al., 2005).

과 제 형 당뇨병과의 관계는 정립되지 않았으며 특히 국내에서 인슐린 저항성2 ,

과 흡연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실정은 전혀 없다 김학중 등( , 2009).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흡연과 관련된 임상적 수치 코티닌 와 인슐린( , NNAL)

저항성이 가지는 연관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임상적 수치의 반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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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이용하여 흡연 노출 정도를 조작적 정의하고 각각 인슐린 저항성과 가,

지는 연관성에 대해 추가적으로 연구할 것이다 이를 통해 흡연이 주는 영향과.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국민 건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금연정책 및 주도

적인 중재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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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2.

이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기 데이터 분석을 통해 흡연 관7 (2016-2018)

련 생체지표와 인슐린 저항성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및 건강위해요인과, ,

임상적요인을 포함한 건강요인의 특성을 분석한다.

둘째 연구 대상자에서 인슐린 저항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셋째, 생체지표로 구분한 단기 흡연 패턴과 인슐린 저항성의 연관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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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리3.

가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저항성 은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의 체내 작용(Insulin Resistance, IR)

정도가 감소한 상태로 포도당의 연소가 효과적으로 되지 못하는 것을 일컫는다,

혈당이 증가하게 되면 간에서 이러한 증가를 인식하여 포도당(Wilcox, 2005).

의 생산을 중지하고 포도당을 분해해야 하는데 이러한 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이

미 높아진 혈당이 더욱 증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 때문이다 증가.

된 혈당은 췌장의 인슐린 생성을 더욱 촉진시키며 이미 만들어진 인슐린은 작용

이 안되기 때문에 상태는 더욱 악화된다 이렇듯 인슐린 저항성. (Insulin

은 체내 인슐린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인슐린의 작용이Resistance, IR)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과거에는 당뇨병 치료 시 하루 요구량이 단위 이상을. 200

초과하는 상태를 뜻하였으나 현재는 생리학적 측면에서 일(Shipp., et al, 1965)

정한 정상량의 인슐린이 정상 이하의 생물학적 효과를 나타내는 상태로 정의된

다 다시 말해 생리적 인슐린 농도에서의 작용이 정상보다 저하된(Kahn, 1978).

대사 상태를 뜻한다 인슐린저항성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Shulman, 2000).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인슐린이 췌도 베타세포에서 생성되어 순.

환혈액내로 분비되어 표적세포에 도달하는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 병적상태 발

생으로 생기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인슐린이 표적세포에 도달한 이후 세포수

준에서의 작용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의 결함 때문인 경우이다 등(Kolterman ,

1983).

인슐린 저항성의 평가는 여러 방법이 있다 가장 표준적인 것은 정상 혈당 클.

램프 검사로 간에서의 포도당 신생을 억제하면서 포도당과 인슐린을 동시에 정,

맥 주입하여 일정한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포도당의 양을 통해 계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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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적은 수의 연구 대상자를(Defronzo et al., 1979).

상대로 하는 생리학적 연구로서 가장 정확한 방법이나 오랜 검사 시간 장비, ,

수차례의 혈액 검사가 필요하다는 제한점이 있다 역학적 연구에서 이를 극복하.

기 위해 공복 시 인슐린 및 포도당 농도를 고려해 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

세포의 인슐린 분비능을 추정하는 방법인 법이 개발되었다HOMA-IR (Matthews

최근 연구에서는 공복 시 혈당 또는 인슐린 수치 없이도 간접적et al., 1985).

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계산할 수 있는 지표들이 개발되었는데 공복 혈당 수치,

와 중성지방수치를 이용한 가 그 중TyG index(Triglyceride glucose index)

하나로 정상 혈당 클램프 검사 및 을 사용하여 평가한 인슐린 저항성HOMA-IR

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고 인슐린 저항성 측정을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제안되었다(Guerrero et al., 2010; Vasques et al., 2011; Mohd et al.,

멕시코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에서2016). (Simental Mendia et al.,2008)

처음 사용된 에 의한 인슐린 저항성 측정 방법은 인슐린 저항성을TyG index

위한 간단한 대리 지수인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결과물이다.

나 요중 코티닌 기준치.

요중 코티닌은 니코틴의 신체 내 주요 대사물질인 코티닌이 인체의 소변에 존

재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 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 (NHANESIII)

면 비흡연자 중에서 혈청 코티닌 농도는 최저 에서 최고 까지 나올0.5 15mg/ml

수 있고 직접 흡연자의 경우는 평균 이 검출된다고 했다 최근 인간, 180ng/ml .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요중 코티닌 농도의 범위를 로 사31.5-550ng/mL

용하여 흡연 유무를 구분하였으나 이러한 구분의 기준(Goniewicz et al., 2011)

치는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의 연구를 통해 기인했으며(Goniewicz et al., 2011;

측정치 자체가 인종과 민족에 따라 변화가 있Zielinska-Danch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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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요중 코티닌의 기준치에 대한 연구결과 또한 대(Signorello et el., 2009)

상 인구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이용 연구. 2008-2010

에서 한국인의 요중 코티닌 최적 기준치를 로 제시하였고164ng/mL (Kim and

자료 분석 결과 흡연 유무를 구분하는 요중 코티닌의 기준치는 남Jung, 2013)

성 여성 였으며 요중 코티닌의 농도는 간접흡연자에95.6ng/mL, 96.8ng/mL

서 유용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이렇듯 인구 집단 및 연구마다 흡연 유무를 구분하는 요중 코티닌 농도의 수

치는 상이하나 에서, SRNT subcommittee on Biochemicla Verfication(2002)

는 요중 코티닌의 기준치 농도를 로 제시하였고 박성희 등 최근50ng/mL (2013)

국내 연구에서 기준치로 을 사용하였으며 요중 코티닌의 농도를 이용50ng/mL ,

한 최근 연구인 의 연구에서 또한 대부분의 비흡연자의 요Babhasiashar(2014)

중 코티닌 농도가 미만이었다 국가 흡연폐해 바이오모니터링 체계50ng/mL .

개발 연구에서도 현재 흡연 유무를 구분하기 위한 소변 내 코티닌의 참고 수치

수준을 로 제시하였다 질병관리청50ng/mL ( , 2015).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흡연의 기준을 요중 코티닌 농도 로 정하고50ng/mL ,

설문에 비흡연 이라고 응답했더라도 요중 코티닌 농도가 이상이면‘ ’ 50ng/mL

흡연자로 간주하여 분석했다.

다. NNAL : 4-(Methylnitrosamino)-1-(3-pyridyl)-1-butanol

은 이 체내에NNAL 4-(methlnitrosamino)-1-(3-pyridyl)-1-butanone(NNK)

들어간 후 생성되는 물질로 는 담배의 비특이적 화학 물질NNK (N-nitrosamine,

그룹에 속한다 이 화학 물질 그룹은 담배 및 담배 제품에서만 발견되며TSNA) .

소변에서 수치를 측정함으로써 노출을 결정할 수 있다 미국 질병NNAL N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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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예방센터 에서 년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세 이상(CDC) 2007~2008 6

의 인구 명의 소변에서 을 측정했으며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5,212 NNAL

수치가 약 배 더 높았다 다만 비흡연자 중 이상이 소변에서NNAL 50~150 . 1/3

이 검출되었으므로 간접 흡연 노출의 가능성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NNAL .

의 기준치를 살펴보면 국가 흡연폐해 바이오모니터링 체계 개발 연구NNAL ,

에서 현재 흡연 유무를 구분하기 위한 소변 내 참고 수준은 민감도2.13pg/mL(

특이도 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질병관리청 따라서 이 연86%, 77%) ( , 2015).

구에서도 흡연의 기준을 농도 로 정했다NNAL 2.13pg/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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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고찰.Ⅱ

코티닌1.

코티닌은 혈액 소변 머리카락 및 타액에 존재하는 니코틴의 신체 내 주요, ,

대사물질로써 흡연에 대한 노출 정도나 현재 흡연량의 지표로 간주된다 니코, .

틴은 혈액에서 약 시간의 매우 짧은 반감기를 가지고 있는 반면2 (Haley et al.,

코티닌은 니코틴에 비해 비교적 긴 시간으로 긴 반감기를 가지고1983), 18-24

일전부터 축적된 환경성 담배연기의 노출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성2-3 .

인 흡연자에서 약 의 니코틴 흡수는 정상상태의 조건에서 당 에서1mg 1mL 1ng

의 전환율을 사용하여 혈액에서 의 코티닌0.08mg/24h 71nmol/L(12.5ng/mL)

으로 부터 추정될 수 있다(Benowitz, 1996).

흡연 중 평균적으로 흡수된 니코틴의 가 코티닌으로 대사되며70-80% (Benowitz

만이 소변으로 배출되고 나머지는& Jcob, 1994), 10-15% tran-3’-hydroxycotinine

과 그 외 부산물로 대사된다 이렇듯 담배의 니코틴은 몸에서(Benowitz, 1996).

흡수되어 대부분 간에서 코티닌으로 대사되는 것이다 특히 요중 코티닌은 검체.

채취과정에서 대기 중 오염 가능성이 적고 민감도와 특(Haufroid et al., 1998)

이도가 높아 흡연 여부를 평가하(Haufroid et al., 1998; Jarvis et el., 1987)

는 데 효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김정유 등 요중 코티닌 수치를 분석( , 2010).

하여 폐경 연령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 발표 에서는 코티닌(YJ Park., 2020)

수치 미만을 비흡연자 을 간접흡연자 을 현재흡연0.738 , 0.738-37.7 , 37.7-837

자 이상을 과다흡연자 하루 개피 이상 흡연 으로 구분하였으며 과다흡연, 837 ( 10 )

자일수록 폐경연령이 이르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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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NAL : 4-(Methylnitrosamino)-1-(3-pyridyl)-1-butanol

담배에 포함된 개 이상의 발암 물질 중 는 폐암의 주요 원인 물질로70 NNK

간주된다 담배의 발암 물질 중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치(Murphy SE., 2018).

는 와 더불어TSNAs NNK 4-(mythlnitrosamino)-1-(3-pyridyl)-1-butanone)

역시 강력한 요인으로 손꼽힌다 는 담배연기에서 적(Kozlovich S., 2015). NNK

은 양의 물질이지만 담배나 담배 생성물에서 발견되는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

중 하나로 급 발암물질로 지정되(TSNA, tobacco-specific N-nitrosamines) 1

어 있으며 특히 폐암을 유발하는 인자로 알려져 있다 김기영 흡연자들( , 2009).

에게서 는 가지 경로로 대사되며 은 그 대사 물질 중 하나이다NNK 3 , NNAL

흡연자의 인체 내로 흡입되어진 는 과정을(Jalas JR., 2005). NNK N-reduction

통하여 로 대사되며 와 은 와 로NNAL NNK NNAL N-oxidation NNAL-N-oxide

대사되어 소변을 통하여 배설된다 김기영 의 주요 대사 경로는( , 2009). NNK

와 같이 매우 강력한 및 거울상 이성질체로의 카르보닐 환NNK NNAL (R)-(S)-

원이다(Kozlovich S., 2015, Scheme 1 흡연자 소변의 대사 산물을 분석한).

결과 의 가 라세믹 로 변환되었다, NNK 39-100% NNAL (Kozlovich S., 2015).

은 담배의 특이적인 발암물질인 의 대사물을 이용한 측정 수NNAL nitrosamine

치로 반감기가 일로 요중 흡연 생체 지표 중 비교적 길어서 장기간 노출에, 40

대한 평가가 가능하며 소변코티닌의 농도와 높은 상관성을 보이며 간접흡연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는 생체지표이므로 간접흡연의 노출을

평가하는 새로운 측정법으로 연구되고 있다 오혜영 백유진 또한( , , 2011). NNAL

은 흡연으로 인한 니코틴 유래 발암 물질인 의 대사산물로 흡N-Nitrosamines

연 및 간접흡연의 암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생체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질(

병관리청,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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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를 흡연 상태로 반영하여 폐경 연령을 분석한 연구NNAL (YJ Park.,

에서는 흡연 상태를 비흡연자 간접흡연 노출자 현재 흡연자 과다 흡연2020) , , ,

자 하루 개피 이상 흡연 로 나누어 분석했다 이 때 수치는 비흡연자가( 10 ) . NNAL

미만 간접흡연자가 현재흡연자가 과다흡연자1.595 , 1.595-12.35, 12.35-91.55,

가 이상이었다 연구 결과 상 코티닌 수치는 폐경 연령에 영향을 미쳤으91.55 .

나 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그러나 상하이 코호NNAL .

트 남성 흡연자 대상 연구결과에서는 을 포함한 담배 특이 발암 물질의NNAL

대사 물질이 하루 흡연량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함을 보고하고 있으며 소변

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하루 흡연량과 흡연 기간 소변코티닌 농도의 영향NNAL ,

을 보정하고도 폐암 발생 위험을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질병관(

리청 다음은 대사의 간단한 도식이다, 2015). NNK .

Figure 1. Overview of NNK metabolism and DNA adduct formation(Hecht,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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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저항성3. (TyG)

인슐린저항성은 제 형 당뇨병의 주요 병인인 동시에 정상인의 경우에서도 복2

부비만 고혈압 이상지혈증 등 대사증후군 구성요소의 근간을 이루어 동맥경화, ,

증의 위험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인슐린혈증 역시(Reaven, 1988).

인슐린 저항성의 보상 반응에 따라 혈압 상승 및 관상동맥 질환 뇌혈관 질환,

발생 확률을 증가시키는데 정상 성인 남성에서 대사증후군이 있는 군이 인슐린

저항성이 높으며 심혈관 위험도 역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샛별( , 2005).

현재까지 인슐린 저항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유전자는 아직 밝혀지지 않

았지만 식습관 운동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Yoo S

인슐린 저항성은 운동 부족 식이 요인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et al., 2004). ,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사증후군과의 관련성 역시 여러 연구에(Kim, 2008),

서 보고되고 있다 실제로 고용 근로자의 경우 시간 이상 앉아있는 집단이. 10 5

시간 이내 앉아있는 기준 집단에 비해 인슐린 저항성의 위험도가 배 높았으1.67

며 근로형태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여 분석한 최근 연구 역시(Kim et al., 2018)

좌식시간이 길수록 인슐린 저항성의 오즈비가 높아져 기존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하였다 민솜이(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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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과 인슐린 저항성4.

흡연은 총 콜레스테롤 를 높이고 고밀도 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 (High

을 감소시키며 이러한 변화는 관상동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

맥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이차적으로 인슐린 매개에 의한 혈당 흡

수에 저항성을 가져오거나 고인슐린혈증을 야기한다(Willett W et al., 1983;

건강한 한국 성인 남성의Craig WY et al., 1989; Facchini FS et al., 1992).

흡연 상태와 인슐린 저항성의 연관성을 지표를 이용해 분석한 연구HOMA-IR

김학중 외 에서도 흡연은 이러한 이상지혈증을 야기시키지만 흡연과 고( , 2009)

인슐린혈증 및 에 의해 측정된 인슐린 저항성과 명확한 관계를 보이HOMA-IR

지는 않았으나 갑년 이상의 만성흡연자에서 비흡연자에 비해 인슐린 저항성40

이 유의하게 높게 나왔다 소수의 연구. (Wareham NJ et al., 1996; Henkin L

에서는 흡연과 인슐린 저항성이 연관이 없다고 밝혔으나 대다수의et al., 1999) ,

연구들에서 현재 흡연자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Manson JE et al., 2000; Foy CG et al., 2005; Eliasson B et al., 1994;

과거 흡연자의 경우 비흡Attvall S et al., 1993; Ronnemaa T et al., 1996).

연자에 비해 당뇨의 위험도를 높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금연이 당뇨병의,

교정 가능한 인자라고 제시하고 있는 전향적 연구 도 있(Foy CG et al., 2005)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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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Ⅲ

연구대상1.

이 연구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수행된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제 기 원시자료를 이용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년 제정된7 (2016-2018) . 1995

국민건강증진법 제 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전국규모의 건강 및 영양조사로16

년부터 년까지 년 주기로 시행되었다 이 조사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1998 2005 3 .

수준 건강행태 식품 및 영양섭취 실태에 대한 국가 및 시도 단위의 대표성과, ,

신뢰성을 갖춘 통계를 산출하여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목표 설정 및 평가 건,

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 보건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제 기의 경. 7

우 시 도 동 읍면 주택유형 일반주택 아파트 을 기준으로 추출틀을 층화하고, . , ( , ) ,․

주거면적 비율 가구주 학력 비율 등을 내재적 층화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차, . 1

년도 부터 조사구는 개로 표본 조사구 내에서 양로원 군대 교도소 등(2016) 192 , ,

의 시설 및 외국인 가구 등을 제외한 적절가구 중 계통추출법을 이용하여 개23

표본가구를 선정하였다 표본 가구 내에서는 적정가구원 요건을 만족하는 만 세. 1

이상의 모든 가구원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시행.

한 개년 조사 인원 명 중 세 미만자 명과 당뇨여부 결측 또는3 24,269 19 4,880

당뇨 유병자 명 설문당시 월경 또는 임신중인 대상자 명 흡연관련 생4,263 , 623 ,

체 지표 결측자 명 보정변수 결측자 명을 제외하고 총 명을 연9,757 , 703 4,043

구 대상자로 선정했다 중성지방 또는 공복혈당 결측치는 없었으며 연도별 연. ,

구 대상자는 년 명 년 명 년 명이었다 다음은2016 1,528 , 2017 1,194 , 2018 1,321 .

연구 대상자의 도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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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opulation of study.



- 17 -

연구의 틀2.

이 연구는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나눈 비흡연자와 현재 흡연자군의 흡연 관련

생체지표 변수가 인슐린 저항성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분석하는 데에 큰 틀이

있다 연구의 틀은 아래와 같다. .

Figure 3. Plan of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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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의 선정 및 정의3.

가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흡연자의 소변 생체지표 에 따른 결(Cotinine, NNAL) TyG index

과이다 지표는 대상자의 트리글리세리드 수치와 공복 혈당 수치로 계산하. TyG

며 선행 논문 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HJ Joo et al., 2020) .

TyG index = Ln(triglycerides (mg/dL) × fasting blood glucose (mg/dL)/2)

인슐린 저항성의 경우 성별을 나누어 분석했다 남성의 경우 가, . TyG index

미만인 경우를 낮은 인슐린 저항성 이상인 경우를 높은 인슐린8.3878 , 8.3878

저항성 그룹으로 보았다 여성의 경우 가 미만인 경우를 낮. TyG index 8.60248

은 인슐린 저항성 이상인 경우를 높은 인슐린 저항성 그룹으로 보았, 8.60248

다 다음과 같은 를 측정하기 위해. cut-off value ROC(Receiver Operating

로 확인하였으며 각각의 값은 기준값이다 성별Characteristic) curve cut-off .

에 따른 는 아래와 같다ROC curve .

Figure 4. TyG Index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ROC) curve (Men).

cutoff sensitivity specificity YJ

8.3878 0.74113 0.5724 0.3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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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yG Index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ROC) curve (Women).

나 흥미변수.

이 연구의 흥미변수는 흡연과 관련된 소변 생체 지표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서 검사된 요중 코티닌과 수치를 말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요중 코티NNAL .

닌 농도 측정은 크로마토그래피 와 질량 분석법(gas chromatography) (mass

으로 과 시약을 이용하여 각각 요중코티spectrometry) cotinine diphenylamine

닌을 분석하였으며 네오딘 의학연구소에서 진행되었다 독립변수의 경우 용어의.

정리 시 기술한 기준을 토대로 분류하였는데 코티닌의 경우 을 기준으50ng/mL

로 이상인 경우 흡연군으로 미만인 경우 비흡연군으로 간50ng/mL , 50ng/mL

주하였다 의 경우 을 기준으로 이상인 경우 흡연. NNAL 2.13pg/mL 2.13pg/mL

군 미만일 경우 비흡연군으로 간주하였다 질병관리청, 2.13pg/mL ( , 2015).

이 연구에서는 흥미변수가 가지는 반감기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조작적 정의

를 하였다 요중 코티닌 약 시간 약 일 정도의 반감기를 고려하. 16-20 , NNAL 40

여 코티닌과 의 기준 수치가 모두 흡연군인 경우 지속 흡연군NNAL

코티닌 수치는 흡연군이나 수치가 비흡연군인(Continuous-smoker), NNAL

cutoff sensitivity specificity YJ

8.6024 0.74113 0.5724 0.3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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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최근 흡연군 수치가 흡연군이나 코티닌 수(Recent only-smoker), NNAL

치가 비흡연군인 경우 과거 흡연군 코티닌과 모두 비흡연(Ex-smoker), NNAL

군 수치인 경우 비흡연군 으로 정의하였다(Non-smoker) .

다 독립변수.

흡연 관련 소변 생체지표와 의 연관성을 파악하는데 있어 교란 작TyG index

용의 가능성이 있는 기타 다른 변수를 통제해야 한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사항으로 성별 연령 세 월 평균 가구 총 소득수준 교육, ( ), ,

수준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수집하기 위하여 건강설문의 가구조사 항목을

이용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로서 성별은 남과 여로 연령은 세 이상 성인. , 20

부터 대 대 대 대 대 그리고 대 이상으로 범주화하였다 사회20 , 30 , 40 , 50 , 60 70 .

경제학적 변수로서 월 평균 가구 총 소득수준은 개인의 소득 사분위수를 기준으

로 하 중하 중상 상으로 분류하였으며 결혼 상태는 기혼 또는 미혼으로 나누, , ,

었다 여기서 배우자가 있으나 별거하는 경우 사별 이혼의 경우도 미혼으로 포. , ,

함한다 교육수준은 중졸이하 고졸 대졸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사는 곳은 도시. , ,

와 교외지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직업은 국제노동기구 직업분류 및 표준직.

업 분류 대분류 코드를 참고하여 사무직 서비스업 종사자(White collar), (Pink

작업현장 노동자 무직 으로 나누었는데 여collar), (Blue collar), (Inoccupation)

기서 사무직은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를 포함하며 서비스, ,

업 종사자는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를 말한다 작업현장 노동자는 농림어업, .

숙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 , , ,

무종사자 군인을 포함했다, .

건강요인으로서 체질량지수의 경우 미국 질병관리본부 의 기준에 따라(CDC)

저체중 및 정상군 미만 과체중 이상 으로 분석한다 음주 여부는BMI (25 ), (25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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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음주빈도를 이용하여 년에 한 번이라도 음주한 군은 예 한 번도 마시1 ‘ ’,

지 않은 군은 아니오 로 분류하였다 걷기 빈도의 경우 한국의 신체 활동 가이‘ ’ .

드라인에 따라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을 예 아니오로 이분화 하였다 여기서/ .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의 기준은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시간 분 이상‘ 2 30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시간 분 이상 또는 중강도와 고강도 신체활동을 섞1 15

어서 고강도 분은 중강도 분으로 계산 각 활동에 상당하는 실천 을 한 경우( 1 2 ) ’

이다 그렇지 않은 군은 실천을 하지 않았다 고 판단하여 분석하였다 에너지. ‘ ’ .

섭취 수준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에 따라 분류하였(2015)

으며 성별 연령별 기준에 따라 일 에너지 필요추정량 이상 섭취한 경우 충분, 1

섭취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충분 섭취군으로 구분하였다 만성 질환의 경우, .

고혈압 이상 지질혈증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중 개라도 의사로부터 진단, , , , 1

받은 경우가 있으면 예 미보유 시 아니오 로 구분하였다 간접흡연의 경우 노‘ ’, ‘ ’ .

출된 경우를 예 아닌 경우를 아니오 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이 때 간접흡연‘ ’, ‘ ’

의 경우 직장 실내 가정 실내 공공기관 실내 간접흡연 여부를 모두 고려하여, ,

한 개라도 노출에 예 라고 답한 군은 노출된 경우로 분류하였다 가족력의 경우‘ ’ .

는 부모 및 형제 자매 중 당뇨 고혈압 이상 지질혈증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 , , , ,

중 중 개라도 의사의 진단이 있을 경우 있음 아닌 경우 없음 으로 구분하였1 ‘ ’, ‘ ’

다 연구 대상은 개년 년 년 에 나누어 수를 비교해 볼 수 있었다. 3 (2016 -2018 ) N .

년 동안 하루 한 갑씩 담배를 피웠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담배 소비량1

의 경우 현재 흡연군 가끔 흡연군 과거 흡연군의 총 흡연 기(pack-year, PY) , ,

간 과 갑 의 곱으로 계산했다 담배 소비량 계산 수치에 따라 미(year) (pack) . 10

만 이상에서 미만 이상으로 나누었다 분석은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 10 20 , 20 .

하여 해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정의한 변수들은 아래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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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finition of variables
Variables Definition

Interest
variables

Smoking
biomarkers

Cotinine
non-smoker < 50ng/mL
smoker 50ng/mL≧

NNAL
non-smoker < 2.13pg/mL
smoker 2.13pg/mL≧

Operational
definition

Continuous-smoker Cotinine 50ng/mL, NNAL 2.13pg/mL≧ ≧
Ex-smoker Cotinine < 50ng/mL, NNAL 2.13pg/mL≧
Recent only-smoker Cotinine 50ng/mL, NNAL≧ < 2.13pg/mL
Non-smoker Cotinine < 50ng/mL, NNAL < 2.13pg/mL

Dependent
variables

Insulin
Resistance
(IR)

TyG
index

Men Low IR < 8.3878 / High IR 8.3878≧

Women Low IR < 8.60248 / High IR 8.60248≧

Independent
variables

Demographic
factors

Sex Men / Women
Age 20s, 30s, 40s, 50s, 60s, over 70s

Marital status
Married, Unmarried(single, widow,
divorced, separated)

Socio-economic
factors

Educational level
Middle school or less, High school,
College or over

Household
income

Low, Mid-low, Mid-high, High

Region Urban area, Rural area
Occupational
categories

White, Pink, Blue, Inoccupation

Health
factors

BMI Underweight or Normal, Overweight
Drinking status No, Yes
Walking
frequently

No, Yes

Energy intake
level

Inadequate, Adequate

Chronic disease
diagnosis

No, Yes

Secondhand
smoke
status(SHSE)

No, Yes

Family History No, Yes

Pack-year
PY < 10
10 PY < 20≦
PY 20≧

Year 2016, 20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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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방법4.

이 연구를 통해 임상적 흡연 수치가 인슐린 저항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자 하였다 종속변수는 인슐린 저항성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지표인.  Triglyceride

를 활용한 인슐린 저항성 위험여부이고 흥미 변수는and Glucose (TyG) Index

요중 수치를 활용한 흡연 여부의 조작적 정의이며 통제변수는 Cotinine, NNAL  , 

인구통계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건강요인을 선정하였다,  ,  .

연구의 과정은 다음의 단계로 구성된다 단계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 4 . 1

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및 건강요인 특성을 확인하였고 단계로 흥미변수를 포,  , 2

함한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 간의 연관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단계로 흥미변. 3

수의 조작적 정의와 인슐린 저항성간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분석에 앞서 인슐.

린 저항성을 성별에 따른 중앙값 지수에 따라 낮은 인슐린 저항성그룹과 TyG 

높은 인슐린 저항성 그룹으로 나누었다 또한 유효한 컷오프 값을 추정하기 위. 

해 공복 혈당 장애에 대한 곡선을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ROC) 

사용하여 지수를 추가로 분석했으며 이를 그대로 기준값으로 적용하였다 TyG  ,  .

만 세 이상 검진조사 완료자 중 일부 대상자를 추출하여 실시한 제 기6 7

검사의 경우 검진조사 대상자 중 일부를 선정하여 검사하(2016-2018) NNAL ,

였으므로 별도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분포와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및

검정을 실시하였다 범주형 변수는 빈도와 비율을 분석하 Chi-square, T-test . 

였다 또한 흥미변수를 비롯한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들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를 실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사회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  ·

경제적 및 건강요인 특성의 주요 변수들에 따른 인슐린 저항성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고 흥미변수의 흡연 여부를 생체지표에 따라 조작적 정의하여 그에 따, 

른 인슐린 저항성 간의 연관성을 남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데이터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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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및 통계분석은 를 SAS Program 9.4 Software(SAS, Inc., Cary, NC, USA)

활용하였고 와 를 Odds ratio(OR)  95% Confidence Intervals(95% CI), P-value

산출하였으며 유의성 검정은 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P-value<0.05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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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Ⅳ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이 연구는 제 기 국민건강영양조사 년 년 개년 에 참여한 대상자7 (2016 -2018 , 3 )

중 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중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20 .

남성 명과 여성 명을 최종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이들에 대한2,067 1,976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학적 특성 건강요인에 대한 기술적인 통계 분석을,

실시했다 먼저 남자의 경우 총 수 명 중 인슐린저항성 이 작. N 2,067 (TyG index)

은 경우가 큰 경우가 으로 인슐린저항성이 큰 경우가 많았다 반29.5%, 70.49% .

대로 여자의 경우 총 수 명 중 인슐린저항성이 작은 경우가 으로N 1,976 64.6%

큰 경우 보다 많았다 남성의 경우 흡연군에서 낮은 인슐린 저항(35.43%) . NNAL

성 높은 인슐린 저항성 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고26.8%, 73.2%

여성의 경우 흡연군에서 낮은 인슐린 저항성 높은(P=0.0004), NNAL 60.8%,

군 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코티닌 흡연군의 경우 남성에39.2% (P=0.0136).

서 낮은 인슐린 저항성 높은 군 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했고24.6%, 75.4%

여성에서 낮은 인슐린 저항성 높은 인슐린 저항성 이(P<.0001), 55.6%, 44.4%

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0.0029).

코티닌과 이 모두 흡연군인 지속 흡연군 에서는NNAL (Continuous-smoker)

남성의 경우 낮은 인슐린 저항성 높은 인슐린 저항성 였으며 여24.6%, 75.4%

성의 경우 낮은 인슐린 저항성 높은 인슐린 저항성 였다55.7%, 44.3% . NNAL

만 흡연군에 속하는 과거 흡연군 의 경우 남성에서 낮은 인슐린 저(Ex-smoker)

항성 높은 인슐린 저항성 였으며 여성에서 낮은 인슐린 저항성30.8%,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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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인슐린 저항성 였다 코티닌만 흡연군에 속하는 최근 흡연군63.1%, 36.9% .

의 경우 남성에서 낮은 인슐린 저항성 높은 인(Recent only-smoker) 25.0%,

슐린 저항성 였으며 여성에서 낮은 인슐린 저항성 높은 인슐린75.0% 54.5%,

저항성 였다 과 코티닌이 모두 비흡연군인 비흡연군45.5% . NNAL (Non-smoker)

의 경우 남성에서 낮은 인슐린 저항성 높은 인슐린 저항성 였으34.3%, 65.7%

며 여성에서 낮은 인슐린 저항성 높은 인슐린 저항성 였다 흡연66.6%, 33.4% .

생체 지표에 성별로 나누어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인슐린 저항성 남자. ( )

남성 대상자를 연령에 따라 분류했을 때 대에서는 낮은 인슐린 저항성군20

이 높은 군에서 였으며 대에서는 낮은 군에서 높은 군44.6%, 55.4% 30 30.0%,

에서 였다 대에서는 낮은 군에서 높은 군에서 였으며70.0% . 40 20.1%, 79.9%

대에서는 낮은 군에서 높은 군에서 였다 대에서는 낮은 군50 22.2%, 77.8% . 60

에서 높은 군에서 였으며 대 이상에서는 낮은 군에서28.8%, 71.2% 70 33.0%,

높은 군에서 였다 연령군에 따른 군간의 인슐린 저항성의 차이는 통계적67.0% .

으로 유의했다 결혼 상태에 따른 분류로는 기혼자의 경우 인슐린 저(P<.0001).

항성이 낮은 군에서 높은 군에서 였으며 미혼자의 경우 낮은 군25.2%, 74.8%

에서 높은 군에서 였다 결혼 상태에 따른 군간의 인슐린 저항성37.0%, 63.0% .

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교육 수준의 경우 중졸 이하에서 낮(P<.0001).

은 인슐린 저항성군 높은 인슐린 저항성군 였으며 고졸의 경우27.6%, 72.4%

낮은 군에서 높은 군에서 였다 대졸 이상의 경우 낮은 군에서32.1%, 67.9% .

높은 군에서 였다 학력에 따른 군간의 인슐린 저항성의 차이는27.9%, 72.1% .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가계 소득의 경우 하위권 소득에서 낮(P=0.1166).

은 인슐린 저항성 높은 인슐린 저항성 중하위권에서 낮은 군33.4%, 66.6%,



- 27 -

높은 군에서 중상위권에서 낮은 군 높은 군 상30.0%, 70.0%, 27.5%, 72.5%,

위권에서 낮은 군 높은 군 였으나 가계 소득에 따른 군간의 인슐29.3%, 70.7%

린 저항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3308).

거주지의 경우 도시 거주자에서 낮은 군 높은 군 교외 거주자29.5%, 70.5%.

에서 낮은 군 높은 군 였으나 거주지에 따른 군간의 인슐린 저항29.4%, 70.6%

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직업의 경우 화이트 칼라(P=0.9638).

종사자에서 낮은 군 높은 군 핑크 칼라 종사자에서 낮은 군27.0%, 73.0%,

높은 군 블루 칼라에서 낮은 군 높은 군 무직에25.9%, 74.1%, 31.0%, 69.0%,

서 낮은 군 높은 군 였고 직업에 따른 군간의 인슐린 저항성의32.2%, 67.8%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체질량지수 의 경우 저체중(P=0.1170). (BMI)

및 정상군에서 낮은 군 높은 군에서 과체중 이상에서 낮은 군36.7%, 63.3%,

높은 군 였으며 체질량 지수 에 따른 군간의 인슐린 저항성의18.4%, 81.6% (BMI)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음주 상태의 경우 비음주군에서 낮은 군(P<.0001).

높은 군 음주군에서 낮은 군 높은 군 였으며 음주36.3%, 63.7%, 28.4%, 71.6%

여부에 따른 군간의 인슐린 저항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걷(P=0.0072).

기 활동의 경우 비실천군에서 낮은 군 높은 군에서26.8%, 실천군에서73.2%,

낮은 군 높은 군 였고 걷기 활동 여부에 따른 군간의 인슐린 저32.2%, 67.8%

항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영양 섭취의 경우 부적절 섭취(P=0.0071).

군에서 낮은 인슐린 저항성 높은 인슐린 저항성 였으며 적절 섭32.1%, 67.9%

취군에서 낮은 인슐린 저항성 높은 군 였으나 영양 섭취에 따른30.6%, 69.4%

군간의 인슐린 저항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만성(P=0.1847).

질환의 경우 미보유군에서 낮은 군 높은 군 였으며 보유군에서31.8%, 68.2%

낮은 군 높은 군 였고 만성 질환 보유 여부에 따른 군간의 인슐22.3%, 77.7%

린 저항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간접흡연 노출 여부의 경우 비노출(P<.0001).

군에서 낮은 군 높은 군에서 였고 노출군에서 낮은 군30.4%, 69.6% ,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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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군에서 였으나 간접흡연 노출 여부에 따른 군간의 인슐린 저항성의72.2%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가족력의 경우 미보유군에서 낮(P=0.2078).

은 군 높은 군 보유군에서 낮은 군 높은 군 였으31.0%, 69.0%, 24.0%, 76.0%

며 가족력 보유 여부에 따른 군간의 인슐린 저항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

다 총 흡연량 의 경우 미만에서 낮은 군 높은 군(P=0.0046). (PY) 10 35.0%,

였으며 이상 미만에서 낮은 군 높은 군 였다 이상65.0% 10 20 21.1%, 78.9% . 20

에서는 낮은 군 높은 군 였다 흡연량에 따른 군간의 인슐린 저항23.8%, 76.2% .

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연도별 분석의 경우 년에서 낮(P<.0001). 2016

은 군 높은 군 년에서 낮은 군 높은 군28.5%, 71.5%, 2017 29.5%, 70.5%,

년에서 낮은 군 높은 군 였으나 연도별 대상자에 따른 군간2018 30.6%, 69.4%

의 인슐린 저항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6854).

나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인슐린 저항성 여자. ( )

여성 대상자를 연령에 따라 분류했을 때 대에서는 낮은 인슐린 저항성군이20

높은 군에서 였으며 대에서는 낮은 군에서 높은 군에서85.8%, 14.2% 30 74.4%,

였다 대에서는 낮은 군에서 높은 군에서 였으며 대에25.6% . 40 64.4%, 35.6% 50

서는 낮은 군에서 높은 군에서 였다 대에서는 낮은 군에서58.1%, 41.9% . 60

높은 군에서 였으며 대 이상에서는 낮은 군에서 높은53.9%, 46.1% 70 46.8%,

군에서 였다 연령군에 따른 군간의 인슐린 저항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53.2% .

유의했다 결혼 상태에 따른 분류로는 기혼자의 경우 인슐린 저항성이(P<.0001).

낮은 군에서 높은 군에서 였으며 미혼자의 경우 낮은 군에서62.2%, 37.8%

높은 군에서 였다 결혼 상태에 따른 군간의 인슐린 저항성의 차68.7%, 31.3% .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교육 수준의 경우 중졸 이하에서 낮은 인(P=0.0035).

슐린 저항성군 높은 인슐린 저항성군 였으며 고졸의 경우 낮은51.5%,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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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높은 군에서 였다 대졸 이상의 경우 낮은 군에서65.2%, 34.8% . 75.5%,

높은 군에서 였다 학력에 따른 군간의 인슐린 저항성의 차이는 통계적으24.5% .

로 유의했다 가계 소득의 경우 하위권 소득에서 낮은 인슐린 저항성(P<.0001).

높은 인슐린 저항성 중하위권에서 낮은 군 높은 군에서52.5%, 47.5%, 63.6%,

중상위권에서 낮은 군 높은 군 상위권에서 낮은 군36.4%, 66.6%, 33.4%,

높은 군 였으며 가계 소득에 따른 군간의 인슐린 저항성의 차이71.2%, 28.8%

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0001).

거주지의 경우 도시 거주자에서 낮은 군 높은 군 교외 거주자64.9%, 35.1%.

에서 낮은 군 높은 군 였으나 거주지에 따른 군간의 인슐린 저항63.1%, 36.9%

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직업의 경우 화이트 칼라(P=0.5051).

종사자에서 낮은 군 높은 군 핑크 칼라 종사자에서 낮은 군73.1%, 26.9%,

높은 군 블루 칼라에서 낮은 군 높은 군 무직에68.0%, 32.0%, 57.1%, 42.9%,

서 낮은 군 높은 군 였고 직업에 따른 군간의 인슐린 저항성의61.5%, 38.5%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체질량지수 의 경우 저체중 및 정상(P<.0001). (BMI)

군에서 낮은 군 높은 군에서 과체중 이상에서 낮은 군72.4%, 27.6%, 43.8%,

높은 군 였으며 체질량 지수 에 따른 군간의 인슐린 저항성의 차이는56.2% (BMI)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음주 상태의 경우 비음주군에서 낮은 군(P<.0001). 59.9%,

높은 군 음주군에서 낮은 군 높은 군 였으며 음주 여부에40.1%, 66.6%, 33.4%

따른 군간의 인슐린 저항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걷기 활(P=0.0040).

동의 경우 비실천군에서 낮은 군 높은 군에서 실천군에서 낮은61.9%, 38.1%,

군 높은 군 였고 걷기 활동 여부에 따른 군간의 인슐린 저항성의68.1%, 31.9%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영양 섭취의 경우 부적절 섭취군에서(P=0.0044).

낮은 인슐린 저항성 높은 인슐린 저항성 였으며 적절 섭취군에서64.4%, 35.6%

낮은 인슐린 저항성 높은 군 였으나 영양 섭취에 따른 군간의 인64.9%, 35.1%

슐린 저항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만성 질환의 경(P=0.8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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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미보유군에서 낮은 군 높은 군 였으며 보유군에서 낮은 군70.9%, 29.1%

높은 군 였고 만성 질환 보유 여부에 따른 군간의 인슐린 저항성46.8%, 53.2%

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간접흡연 노출 여부의 경우 비노출군에서 낮(P<.0001).

은 군 높은 군에서 였고 노출군에서 낮은 군 높은 군에63.6%, 36.4% , 67.4%,

서 였으나 간접흡연 노출 여부에 따른 군간의 인슐린 저항성의 차이는 통32.6%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가족력의 경우 미보유군에서 낮은 군(P=0.1218).

높은 군 보유군에서 낮은 군 높은 군 였으며 가족65.8%, 34.2%, 60.8%, 39.2%

력 보유 여부에 따른 군간의 인슐린 저항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총 흡연량 의 경우 미만에서 낮은 군 높은 군(P=0.0510). (PY) 10 63.6%,

였으며 이상 미만에서 낮은 군 높은 군 였다 이상34.1% 10 20 47.6%, 52.4% . 20

에서는 낮은 군 높은 군 였다 흡연량에 따른 군간의 인슐린 저항50.0%, 50.0% .

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연도별 분석의 경우 년에서(P=0.0307). 2016

낮은 군 높은 군 년에서 낮은 군 높은 군64.7%, 35.3%, 2017 63.8%, 36.2%,

년에서 낮은 군 높은 군 였으나 연도별 대상자에 따른 군간2018 65.1%, 34.9%

의 인슐린 저항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8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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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Variables

Triglycerides and glucose(TYG)

Total
Men 　

Total
Women

Low IR
group(%)

High IR
group(%) P-value

　 Low IR
group(%)

High IR
group(%) P-value

N % N % N % 　 N % N % N %

Total 2,067 100.0 610 29.5 1,457 70.49 　 　 1,976 100.0 1,276 64.6 700 35.43 　

Short-term smoking pattern 　 　 　 　 　 　 0.0003 　 　 　 　 　 　 　 0.0132

Continuous-smoker
a

839 40.6 206 24.6 633 75.4 　 　 201 10.2 112 55.7 89 44.3 　

Ex-smoker
b

454 22.0 140 30.8 314 69.2 　 　 452 22.9 285 63.1 167 36.9 　

Recent only-smoker
c

12 0.6 3 25.0 9 75.0 　 　 22 1.1 12 54.5 10 45.5 　

Non-smoker
d

762 36.9 261 34.3 501 65.7 　 　 1,301 65.8 867 66.6 434 33.4 　

Smoking status according to NNAL concentrations ( 2.13)≥ 　 0.0004 　 　 　 　 　 　 　 0.0136

Yes 1,293 62.6 346 26.8 947 73.2 　 　 653 33.0 397 60.8 256 39.2 　

No 774 37.4 264 34.1 510 65.9 　 　 1,323 67.0 879 66.4 444 33.6 　

Smoking status according to Cotinine concentrations ( 50)≥ <.0001 　 　 　 　 　 　 　 0.0029

Yes 851 41.2 209 24.6 642 75.4 　 　 223 11.3 124 55.6 99 44.4 　

No 1,216 58.8 401 33.0 815 67.0 　 　 1,753 88.7 1,152 65.7 601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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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0001 　 　 　 　 　 　 　 <.0001

19-29 386 18.7 172 44.6 214 55.4 　 　 323 16.3 277 85.8 46 14.2 　

30-39 410 19.8 123 30.0 287 70.0 　 　 347 17.6 258 74.4 89 25.6 　

40-49 412 19.9 83 20.1 329 79.9 　 　 351 17.8 226 64.4 125 35.6 　

50-59 352 17.0 78 22.2 274 77.8 　 　 399 20.2 232 58.1 167 41.9 　

60-69 316 15.3 91 28.8 225 71.2 　 　 321 16.2 173 53.9 148 46.1 　

70≥ 191 9.2 63 33.0 128 67.0 　 　 235 11.9 110 46.8 125 53.2 　

Marital Status 　 　 　 　 　 　 <.0001 　 　 　 　 　 　 　 0.0035

Married 1,315 63.6 332 25.2 983 74.8 　 　 1,245 63.0 774 62.2 471 37.8 　

Single. widow,
divorced, separated 752 36.4 278 37.0 474 63.0 　 　 731 37.0 502 68.7 229 31.3 　

Educational level 　 　 　 　 　 　 0.1166 　 　 　 　 　 　 　 <.0001

Middle school or less 380 18.4 105 27.6 275 72.4 　 　 598 30.3 308 51.5 290 48.5 　

High school 810 39.2 260 32.1 550 67.9 　 　 701 35.5 457 65.2 244 34.8 　

College or over 877 42.4 245 27.9 632 72.1 　 　 677 34.3 511 75.5 166 24.5 　

Household income 　 　 　 　 　 　 0.3308 　 　 　 　 　 　 　 <.0001

Low 290 14.0 97 33.4 193 66.6 　 　 356 18.0 187 52.5 169 47.5 　

Mid-low 490 23.7 147 30.0 343 70.0 　 　 505 25.6 321 63.6 184 36.4 　

Mid-high 618 29.9 170 27.5 448 72.5 　 　 563 28.5 375 66.6 188 33.4 　

High 669 32.4 196 29.3 473 70.7 　 　 552 27.9 393 71.2 159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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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0.9638 　 　 　 　 　 　 　 0.5051
Urban area 1,710 82.7 505 29.5 1,205 70.5 　 　 1,616 81.8 1,049 64.9 567 35.1 　

Rural area 357 17.3 105 29.4 252 70.6 　 　 360 18.2 227 63.1 133 36.9 　

Occupational categories
e

　 　 　 　 　 　 0.1170 　 　 　 　 　 　 　 <.0001
White 634 30.7 171 27.0 463 73.0 　 　 450 22.8 329 73.1 121 26.9 　

Pink 224 10.8 58 25.9 166 74.1 　 　 338 17.1 230 68.0 108 32.0 　

Blue 693 33.5 215 31.0 478 69.0 　 　 315 15.9 180 57.1 135 42.9 　

Inoccupation 516 25.0 166 32.2 350 67.8 　 　 873 44.2 537 61.5 336 38.5 　

BMI
f

　 　 　 　 　 　 <.0001 　 　 　 　 　 　 　 <.0001
Underweight or Normal(<25) 1,253 60.6 460 36.7 793 63.3 　 　 1,433 72.5 1,038 72.4 395 27.6 　

Overweight( 25.0)≥ 814 39.4 150 18.4 664 81.6 　 　 543 27.5 238 43.8 305 56.2 　

Drinking status 　 　 　 　 　 　 0.0072 　 　 　 　 　 　 　 0.0040
No 284 13.7 103 36.3 181 63.7 　 　 609 30.8 365 59.9 244 40.1 　

Yes 1,783 86.3 507 28.4 1,276 71.6 　 　 1,367 69.2 911 66.6 456 33.4 　

Walking frequently
g

　 　 　 　 　 　 0.0071 　 　 　 　 　 　 　 0.0044

Inadequate 1,023 49.5 274 26.8 749 73.2 　 　 1,135 57.4 703 61.9 432 38.1 　

Adequate 1,044 50.5 336 32.2 708 67.8 　 　 841 42.6 573 68.1 268 31.9 　

Energy intake level 　 　 　 　 　 　 0.1847 　 　 　 　 　 　 　 0.8166

Inadequate 1,242 60.1 380 30.6 862 69.4 　 　 1,340 67.8 863 64.4 477 35.6 　

Adequate 825 39.9 230 27.9 595 72.1 　 　 636 32.2 413 64.9 223 35.1 　

Chronic disease diagnosis 　 　 　 　 　 　 <.0001 　 　 　 　 　 　 　 <.0001
No 1,570 76.0 499 31.8 1,071 68.2 　 　 1,457 73.7 1,033 70.9 424 29.1 　

Yes 497 24.0 111 22.3 386 77.7 　 　 519 26.3 243 46.8 276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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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E
h

　 　 　 　 　 　 0.2078 　 　 　 　 　 　 　 0.1218
No 1,354 65.5 412 30.4 942 69.6 　 　 1,461 73.9 929 63.6 532 36.4 　

Yes 713 34.5 198 27.8 515 72.2 　 　 515 26.1 347 67.4 168 32.6 　

Family history 　 　 　 　 　 　 0.0046 　 　 　 　 　 　 　 0.0510
No 1,630 78.9 505 31.0 1,125 69.0 　 　 1,501 76.0 987 65.8 514 34.2 　

Yes 437 21.1 105 24.0 332 76.0 　 　 475 24.0 289 60.8 186 39.2 　

Pack-Year of Smoking 　 　 　 　 　 　 <.0001 　 　 　 　 　 　 　 0.0307
Pack-Years<10 1,150 55.6 402 35.0 748 65.0 　 　 1,962 99.3 1,248 63.6 670 34.1 　

10 Pack-Years<20≤ 374 18.1 79 21.1 295 78.9 　 　 42 2.1 20 47.6 22 52.4 　

20≥ 543 26.3 129 23.8 414 76.2 　 　 16 0.8 8 50.0 8 50.0 　

Year 　 　 　 　 　 　 0.6854 　 　 　 　 　 　 　 0.8881
2016 727 35.2 207 28.5 520 71.5 　 　 801 40.5 518 64.7 283 35.3 　

2017 650 31.4 192 29.5 458 70.5 　 　 544 27.5 347 63.8 197 36.2 　
2018 690 33.4 211 30.6 479 69.4 　 　 631 31.9 411 65.1 220 34.9 　
a
Continuous-smoker : Cotinine 50ng/mL, NNAL 2.13pg/mL≧ ≧
b
Ex-smoker : Cotinine < 50ng/mL, NNAL 2.13pg/mL≧
c
Recent only-smoker : Cotinine 50ng/mL, NNAL≧ < 2.13pg/mL
d
Non-smoker : Cotinine < 50ng/mL, NNAL < 2.13pg/mL
e
Three groups (white, pink, blue) based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ccupations codes. Inoccupation group includes housewives.
f
BMI : Body mass index/obesity status defined by BMI based on the 2018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Overweight and Obesity in Korea.
g
Walking frequency: Based on the recommended walking volume according to the physical activity guidelines in Korea.
h
SHSE : Second hand smoke exposure / Whether you have been exposed to secondhand smoke exposure in the workplace, home or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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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분석2.

먼저 흡연 단기 패턴과 인슐린 저항성의 연관성에 대해 분석해보면 지속 흡,

연군의 경우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비흡연군보다 높은 인슐린 저항성군에 속할

확률이 높았으며 각각의 오즈비는 남성 여성1.74(95% CI: 1.27 2.38),–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과거 흡연군의 경우 비2.01(95% CI: 1.33 3.03) .–

흡연군에 비해 남성의 경우만 높은 인슐린 저항성 경향을 보였으며 오즈비,

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현재 흡연군의 경우 관련1.47(95% CI: 1.03 2.09) .–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흡연 관련 생체 수치가 흡연군인 경우 비흡연군에 비해 높은 인슐린NNAL ,

저항성군에 속할 확률이 남성 여성1.62(95% CI: 1.23 2.14), 1.51(95% CI:–

이었다 코티닌 수치가 흡연군인 경우 비흡연군에 비해 높은 인슐1.15 1.98) . ,–

린 저항성군에 속할 확률이 남성 여성1.48(95% CI: 1.11 1.97), 2.01(95%–

이었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CI: 1.33 3.03) . .–

가 흡연 패턴 하위그룹과 인슐린 저항성의 연관성 남성. ( )

연령의 경우 대에 비해 대에서 대에서20 30 1.78(95% CI: 1.18 2.68), 40–

대에서 대에서2.61(95% CI: 1.61 4.24), 50 2.54(95% CI: 1.44 4.46), 60– –

의 오즈비로 높은 인슐린 저항성에 속했으며 모두1.91(95% CI: 1.05 3.47) ,–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대 이상의 경우는 유의하지 않았다 직업의 경우 무직70 .

에 비해 화이트 칼라 종사자 핑크 칼라 종사자는 인슐린 저항성의 차이가 유의,

하지 않았으나 블루 칼라 종사자의 경우 오즈비 로, 0.57(95% CI: 0.39 0.81)–

높은 인슐린 저항성군에 속할 확률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체질량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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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저체중 및 정상군에 비해 과체중군에서 높은 인슐린 저항성 경향(BMI)

을 보였고 오즈비는 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걷기, 2.92(95% CI: 2.19 3.88) .–

활동의 경우 비적절군에 비해 적절군에서 낮은 인슐린 저항성 경향을 보였으며,

오즈비는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0.75(95% CI: 0.59 0.96) .–

이외에 결혼 상태 교육 수준 가계 소득 거주지 음주 여부 에너지 섭취 수, , , , ,

준 만성 질환 보유 여부 간접 흡연 노출 여부 가족력 보유 여부 흡연량 조, , , , ,

사년도의 경우 비교군에 비해 인슐린 저항성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나 흡연 패턴 하위그룹과 인슐린 저항성의 연관성 여성. ( )

연령의 경우 대에 비해 대에서 대에서20 30 1.90(95% CI: 1.09 3.32), 40–

대에서 대에서2.60(95% CI: 1.52 4.43), 50 3.92(95% CI: 2.26 6.78), 60– –

대 이상에서 의 오즈3.46(95% CI: 1.85 6.47), 70 4.30(95% CI: 2.13 8.70)– –

비로 높은 인슐린 저항성에 속했으며 남성과 달리 모든 연령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체질량지수 의 경우 저체중 및 정상군에 비해 과체중군에서 높은. (BMI)

인슐린 저항성 경향을 보였고 오즈비는 로 통계적, 3.87(95% CI: 2.99 5.02)–

으로 유의했다 만성 질환 보유 여부의 경우 미보유군에 비해 보유군이 높은. ,

인슐린 저항성 경향을 보였으며 오즈비는 로 통계적1.40(95% CI: 1.01 1.95)–

으로 유의했다 흡연량의 경우 미만군에 비해 이상 미. PY(Pack-Years) 10 10 20

만인 군에서 높은 인슐린 저항성 경향을 보였으며 오즈비는, 2.76(95% CI: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1.27 6.01) .–

이외에 직업 결혼 상태 교육 수준 가계 소득 거주지 음주 여부 걷기 활, , , , , ,

동 여부 에너지 섭취 수준 간접 흡연 노출 여부 가족력 보유 여부 조사년도, , , ,

의 경우 비교군에 비해 인슐린 저항성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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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ssociation between smoking behavior patterns and Triglycerides

and glucose(TYG) index

Variables

High IR

　 Men 　 　 　 Women　 　

Adjusted
OR 95% CI 　 Adjusted

OR 95% CI

Short-term smoking pattern 　 　 　 　 　 　 　 　 　

Continuous-smoker
a

1.74 (1.27 - 2.38) 　 2.01 (1.33 - 3.03)

Ex-smoker
b

1.47 (1.03 - 2.09) 　 1.37 (1.00 - 1.87)

Recent only-smoker
c

1.06 (0.20 - 5.56) 　 0.90 (0.29 - 2.78)

Non-smoker
d

1.00 　 　 　 　 1.00 　 　 　

Smoking status according to NNAL concentrations ( 2.13)≥
*

　 　 　 　 　

Yes 1.62 (1.23 - 2.14) 　 1.51 (1.15 - 1.98)
No 1.00 　 　 　 　 1.00 　 　 　

Smoking status according to Cotinine concentrations ( 50)≥
*

　 　 　 　 　

Yes 1.48 (1.11 - 1.97) 　 2.01 (1.33 - 3.03)
No 1.00 　 　 　 　 1.00 　 　 　

Age 　 　 　 　 　 　 　 　 　

19-29 1.00 　 　 　 　 1.00 　 　 　

30-39 1.78 (1.18 - 2.68) 　 1.90 (1.09 - 3.32)
40-49 2.61 (1.61 - 4.24) 　 2.60 (1.52 - 4.43)
50-59 2.54 (1.44 - 4.46) 　 3.92 (2.26 - 6.78)
60-69 1.91 (1.05 - 3.47) 　 3.46 (1.85 - 6.47)
70≥ 1.27 (0.65 - 2.48) 　 4.30 (2.13 - 8.70)

Marital Status 　 　 　 　 　 　 　 　 　

Married 1.00 　 　 　 　 1.00 　 　 　

Single. widow,
divorced, separated 0.81 (0.58 - 1.14) 　 0.84 (0.60 - 1.16)

Educational level 　 　 　 　 　 　 　 　 　

Middle school or less 1.00 　 　 　 　 1.00 　 　 　

High school 0.76 (0.49 - 1.17) 　 1.02 (0.71 - 1.45)
College or over 0.80 (0.50 - 1.27) 　 0.91 (0.60 - 1.37)
Household income 　 　 　 　 　 　 　 　 　

Low 1.00 　 　 　 　 1.00 　 　 　

Mid-low 0.84 (0.55 - 1.29) 　 0.76 (0.52 - 1.12)
Mid-high 1.02 (0.65 - 1.59) 　 0.87 (0.59 - 1.27)
High 0.83 (0.54 - 1.29) 　 0.72 (0.48 - 1.07)
Region 　 　 　 　 　 　 　 　 　

Urban area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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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ral area 1.21 (0.82 - 1.77) 　 0.84 (0.60 - 1.16)
Occupational categories 　 　 　 　 　 　 　 　 　

White 0.84 (0.57 - 1.24) 　 1.16 (0.79 - 1.72)
Pink 0.97 (0.61 - 1.53) 　 0.95 (0.67 - 1.34)
Blue 0.57 (0.39 - 0.81) 　 1.16 (0.81 - 1.66)
Inoccupation 1.00 　 　 　 　 1.00 　 　 　

BMI 　 　 　 　 　 　 　 　 　

Underweight or Normal(<25) 1.00 　 　 　 　 1.00 　 　 　

Overweight( 25.0)≥ 2.92 (2.19 - 3.88) 　 3.87 (2.99 - 5.02)
Drinking status 　 　 　 　 　 　 　 　 　

No 1.00 　 　 　 　 1.00 　 　 　

Yes 1.31 (0.92 - 1.87) 　 1.08 (0.81 - 1.44)
Walking frequently 　 　 　 　 　 　 　 　 　

Inadequate 1.00 　 　 　 　 1.00 　 　 　

Adequate 0.75 (0.59 - 0.96) 　 0.83 (0.64 - 1.07)
Energy intake level 　 　 　 　 　 　 　 　 　

Inadequate 1.00 　 　 　 　 1.00 　 　 　

Adequate 1.03 (0.80 - 1.34) 　 0.79 (0.62 - 1.01)
Chronic disease diagnosis 　 　 　 　 　 　 　 　 　

No 1.00 　 　 　 　 1.00 　 　 　

Yes 1.35 (0.98 - 1.86) 　 1.40 (1.01 - 1.95)
SHSE 　 　 　 　 　 　 　 　 　

No 1.00 　 　 　 　 1.00 　 　 　

Yes 1.10 (0.85 - 1.42) 　 0.76 (0.56 - 1.02)
Family history 　 　 　 　 　 　 　 　 　

No 1.00 　 　 　 　 1.00 　 　 　

Yes 1.10 (0.79 - 1.53) 　 1.02 (0.76 - 1.37)
Pack-Year of Smoking 　 　 　 　 　 　 　 　 　

Pack-Years<10 1.00 　 　 　 　 1.00 　 　 　

10 Pack-Years<20≤ 1.14 (0.77 - 1.69) 　 2.76 (1.27 - 6.01)
20≥ 0.99 (0.69 - 1.41) 　 0.83 (0.27 - 2.51)
Year 　 　 　 　 　 　 　 　 　

2016 1.00 　 　 　 　 1.00 　 　 　

2017 0.83 (0.60 - 1.14) 　 0.99 (0.73 - 1.34)
2018 0.76 (0.56 - 1.02) 　 0.93 (0.69 - 1.24)
a
Continuous-smoker : Cotinine 50ng/mL, NNAL 2.13pg/mL≧ ≧
b
Ex-smoker : Cotinine < 50ng/mL, NNAL 2.13pg/mL≧
c
Recent only-smoker : Cotinine 50ng/mL, NNAL≧ < 2.13pg/mL
d
Non-smoker : Cotinine < 50ng/mL, NNAL < 2.13pg/mL
*
Adjusted for age, marital status, education level, household income, region, occupational categories,
BMI, drinking status, walking frequently, energy intake level, chronic disease diagnosis, SHSE, family
history and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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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흡연 패턴과 인슐린 저항성의 연관성3.

가 지속 흡연군. (Continuous-smoker)

연령의 경우 남성 대 대에서 비흡연군에 비해 높은 인슐린 저항성 경향20 , 30

을 보였으며 각각의 오즈비는 대 대, 20 2.54(95% CI: 1.34 4.84), 30–

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여성의 경우는 통계적으로2.22(95% CI: 1.15 4.28) .–

유의하지 않았다 결혼 상태의 경우 남성은 기혼군과 미혼군 모두 비흡연군에.

비해 높은 인슐린 저항성 경향을 보였으며 각각의 오즈비는 기혼군, 1.93(95%

미혼군 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CI: 1.35 2.75), 2.10(95% CI: 1.28 3.44) .– –

여성은 미혼군에서 비흡연군에 비해 높은 인슐린 저항성 경향을 보였으며 오즈,

비는 였다 교육 수준의 경우 남성은 고졸과 대졸2.06(95% CI: 1.08 3.94) .–

이상에서 비흡연군에 비해 높은 인슐린 저항성 경향을 보였으며 각각의 오즈비,

는 고졸의 경우 대졸 이상의 경우2.09(95% CI: 1.30 3.36), 2.19(95% CI:–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여성의 경우는 대졸 이상에서만 비흡연1.42 3.36) .–

군에 비해 높은 인슐린 저항성 경향을 보였는데 오즈비는, 2.74(95% CI: 1.26

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가계 소득의 경우 남성 중상위권 이상에서 비5.94) .–

흡연군에 비해 높은 인슐린 저항성 경향을 보였는데 중하위권에서 오즈비,

상위권에서 오즈비 으2.42(95% CI: 1.40 4.20), 2.72(95% CI: 1.46 5.06)– –

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여성의 경우 가계 소득 하위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없었다 거주지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도시 거주자가 비흡연군에 비.

해 높은 인슐린 저항성 경향을 보였는데 남성은 오즈비, 2.01(95% CI: 1.46 –

여성은 오즈비 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2.76), 1.87(95% CI: 1.20 2.89) .–

직업의 경우 남성은 화이트 칼라 블루칼라 무직인 흡연군이 비흡연군에 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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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인슐린 저항성 경향을 보였는데 각각의 오즈비는 화이트 칼라, 2.06(95%

핑크 칼라 무직CI: 1.25 3.39), 2.02(95% CI: 1.21 3.38), 2.02(95% CI:– –

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여성의 경우는 화이트 칼라 흡연군에서만1.09 3.74) .–

비흡연군에 비해 높은 인슐린 저항성 경향을 보였고 오즈비, 2.59(95% CI:

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체질량 지수의 경우 남성은 저체중 정상1.07 6.24) . ,–

체중 과체중 이상군 모두에서 비흡연군에 비해 높은 인슐린 저항성 경향을 보,

였는데 저체중 또는 정상군에서 오즈비 과체중 이, 1.84(95% CI: 1.31 2.58),–

상군에서 오즈비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여성의2.23(95% CI: 1.33 3.76) .–

경우는 저체중 또는 정상체중군에서 비흡연군에 비해 높은 인슐린 저항성 경향

을 보였는데 오즈비는 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음, 1.70(95% CI: 1.02 2.82) .–

주 여부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음주하는 흡연군에서 비흡연군에 비해 높은

인슐린 저항성 경향을 보였는데 남성의 오즈비는, 2.08(95% CI: 1.53 2.64),–

여성은 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걷기 활동의1.98(95% CI: 1.25 3.13) .–

경우 남성은 비적절군과 적절군에서 모두 비흡연군에 비해 높은 인슐린 저항성

경향을 보였는데 비적절군에서 적절군에서, 2.42(95% CI: 1.55 3.79),–

의 오즈비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여성의 경1.76(95% CI: 1.19 2.59) .–

우 적절군에서만 비흡연군에 비해 높은 인슐린 저항성 경향을 보였는데 오즈비,

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에너지 섭취 수준의 경우2.26(95% CI: 1.13 4.51) .–

남성만 비적절군과 적절군에서 모두 비흡연군에 비해 높은 인슐린 저항성 경향

을 보였는데 비적절군에서 오즈비 적절군에서 오, 1.88(95% CI: 1.26 2.80),–

즈비 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만성 질환 보유 여부2.10(95% CI: 1.33 3.32) .–

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미보유 흡연군에서 비흡연군에 비해 높은 인슐린 저

항성 경향을 보였는데 남성의 경우 오즈비 여성의, 2.04(95% CI: 1.46 2.83),–

경우 오즈비 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간접흡연 노1.77(95% CI: 1.12 2.78) .–

출 여부의 경우 남성은 비노출군과 노출군 모두 비흡연군에 비해 높은 인슐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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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성 경향을 보였는데 비노출군 오즈비 노출군, 1.88(95% CI: 1.31 2.70),–

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여성의 경우는 비2.08(95% CI: 1.22 3.56) .–

노출군에서 비흡연군에 비해 높은 인슐린 저항성 경향을 보였는데 오즈비,

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가족력의 경우 남성의 경1.90(95% CI: 1.12 3.25) .–

우만 미보유군에서 비흡연군에 비해 높은 인슐린 저항성 경향을 보였는데 오즈,

비 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흡연량의 경우 남성은2.03(95% CI: 1.45 2.84) .–

미만에서 비흡연군에 비해 높은 인슐린 저항성 경향을 보였는데PY 20 , PY 10

미만에서 오즈비 이상 미만에서 오즈비2.23(95% CI: 1.50 3.33), PY 10 20–

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여성의 경우 미만에2.22(95% CI: 1.05 4.68) . PY 10–

서만 비흡연군에 비해 높은 인슐린 저항성 경향을 보였는데 해당 오즈비는,

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조사년도의 경우 남성만1.79(95% CI: 1.17 2.74) .–

년 년에서 비흡연군에 비해 높은 인슐린 저항성 경향을 보였는데2016 , 2018 ,

년은 오즈비 년은2016 2.50(95% CI: 1.45 4.31), 2018 2.04(95% CI: 1.22– –

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3.44) .

나 과거 흡연군. (Ex-smoker)

결혼 상태에서 남성 기혼자에서만 비흡연군에 비해 높은 인슐린 저항성 경향

을 보였는데 오즈비, 1.59 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교육(95% CI: 1.05 2.42) .–

수준은 여성 대졸 이상에서만 비흡연군에 비해 높은 인슐린 저항성 경향을 보였

는데 오즈비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가계소득의, 1.93(95% CI: 1.08 3.43) .–

경우 남성에서만 중상위권 이상에서 비흡연군에 비해 높은 인슐린 저항성 경향

을 보였는데 각각의 오즈비 중상위권 상위권, 1.89(95% CI: 1.02 3.50),–

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거주지의 경우 남성에서만2.45(95% CI: 1.46 4.11) .–

도시 거주자에서 비흡연군에 비해 높은 인슐린 저항성 경향을 보였는데 오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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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직업의 경우 남성은 블루1.61(95% CI: 1.12 2.32) .–

칼라 종사자에서 비흡연군에 비해 높은 인슐린 저항성 경향을 보였고 오즈비는

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여성의 경우 무직인 군이2.05(95% CI: 1.20 3.51) .–

비흡연군에 비해 높은 인슐린 저항성 경향을 보였고 오즈비는 1.59(95% CI:

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체질량 지수의 경우 남성 과체중 이상군1.02 2.49) .–

에서만 비흡연군에 비해 높은 인슐린 저항성 경향을 보였고 오즈비는,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음주 여부의 경우 남성2.08(95% CI: 1.15 3.76) .–

음주군에서만 비흡연군에 비해 높은 인슐린 저항성 경향을 보였고 오즈비,

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걷기 활동의 경우 남성 적1.80(95% CI: 1.23 2.64) .–

절군에서만 비흡연군에 비해 높은 인슐린 저항성 경향을 보였고 오즈비,

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에너지 섭취 수준의 경우1.79(95% CI: 1.12 2.87) .–

남성과 여성 모두 적절 섭취군에서 비흡연군에 비해 높은 인슐린 저항성 경향을

보였고 각각의 오즈비는 남성 적절군에서 여성 적, 2.21(95% CI: 1.28 3.83),–

절군에서 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만성 질환 보유1.77(95% CI: 1.05 2.98) .–

여부의 경우 남성 미보유군에서만 비흡연군에 비해 높은 인슐린 저항성 경향을

보였고 오즈비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가족력의, 1.62(95% CI: 1.12 2.36) .–

경우 남성 미보유군에서만 비흡연군에 비해 높은 인슐린 저항성 경향을 보였고,

오즈비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흡연량의 경우1.70(95% CI: 1.19 2.43) .–

남성 미만에서만 비흡연군에 비해 높은 인슐린 저항성 경향을 보였고 오PY 10 ,

즈비 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조사년도의 경우 남1.61(95% CI: 1.08 2.39) .–

성과 여성 모두 년도 조사군에서 비흡연군에 비해 높은 인슐린 저항성 경2017

향을 보였고 남성 오즈비 여성 오즈비, 1.91(95% CI: 1.07 3.42), 1.76(95%–

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CI: 1.03 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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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 흡연군. (Recent only-smoker)

현재 흡연군의 경우 남성에서는 비흡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슐린

저항성 차이가 없었다 여성의 경우 연령군 대에서 비흡연군에 비해 높은 인. 30

슐린 저항성 경향이었으며 오즈비는, 5.39 였다 여성 가(95% CI: 1.02 28.48) .–

족력 보유여부의 경우 보유군에서 비흡연군에 비해 높은 인슐린 저항성 경향을

보였으며 오즈비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 외, 7.14(95% CI: 1.05 48.73) .–

변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상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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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ubgroup analysis stratified by independent variables

Variables

High IR
Short-term smoking pattern

Men Women

Non-
smok
er
a

Continuous-smoker
b

Ex-smoker
c

Recent only-smoker
d

Non
-smo
ker

a
Continuous-smoker

b
Ex-smoker

c
Recent only-smoker

d

OR OR 95% CI OR 95% CI OR 95% CI OR OR 95% CI OR 95% CI OR 95% CI

Age 　 　 　 　 　 　 　 　 　 　 　 　 　 　 　 　 　 　 　 　 　 　 　 　 　 　

19-29 1.00 2.54 (1.34 - 4.84) 2.06 (0.98 - 4.35) - - - - 1.00 1.73 (0.50 - 5.97) 0.99 (0.37 - 2.66) - - - -

30-39 1.00 2.22 (1.15 - 4.28) 2.11 (0.93 - 4.79) - - - - 1.00 1.58 (0.64 - 3.89) 2.65 (1.26 - 5.60) 5.39 (1.02 - 28.48)

40-49 1.00 1.88 (0.92 - 3.87) 1.14 (0.49 - 2.65) - - - - 1.00 2.05 (0.87 - 4.86) 1.10 (0.53 - 2.28) - - - -

50-59 1.00 2.20 (0.99 - 4.89) 1.95 (0.83 - 4.58) - - - - 1.00 1.21 (0.45 - 3.25) 1.29 (0.67 - 2.47) - - - -

60-69 1.00 2.22 (0.96 - 5.12) 1.44 (0.67 - 3.06) 1.29 (0.16 - 10.28) 1.00 1.55 (0.41 - 5.83) 1.00 (0.52 - 1.92) - - - -

70≥ 1.00 0.88 (0.31 - 2.49) 0.61 (0.21 - 1.83) - - - - 1.00 0.72 (0.05 - 11.57) 1.58 (0.66 - 3.77) 1.38 (0.25 - 7.59)

Marital Status　 　 　 　 　 　 　 　 　 　 　 　 　 　 　 　 　 　 　

Married 1.00 1.93 (1.35 - 2.75) 1.59 (1.05 - 2.42) 1.73 (0.28 - 10.90) 1.00 1.61 (0.94 - 2.75) 1.28 (0.91 - 1.81) 2.76 (0.72 - 10.50)

Single.
widow,
divorced,
separated

1.00 2.10 (1.28 - 3.44) 1.48 (0.86 - 2.55) 2.55 (0.14 - 46.88) 1.00 2.06 (1.08 - 3.94) 1.35 (0.79 - 2.32) 0.91 (0.13 -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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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al level 　 　 　 　 　 　 　 　 　 　 　 　 　 　 　 　 　 　 　 　 　 　 　

Middle
school
or less

1.00 1.62 (0.70 - 3.73) 1.06 (0.51 - 2.17) - - - - 1.00 1.17 (0.50 - 2.76) 0.97 (0.60 - 1.57) 1.19 (0.28 - 5.08)

High
school 1.00 2.09 (1.30 - 3.36) 1.70 (0.98 - 2.93) 0.49 (0.03 - 8.51) 1.00 1.66 (0.85 - 3.25) 1.31 (0.82 - 2.09) 2.42 (0.31 - 18.91)

College
or over 1.00 2.19 (1.42 - 3.36) 1.62 (0.95 - 2.77) 2.97 (0.38 - 23.26) 1.00 2.74 (1.26 - 5.94) 1.93 (1.08 - 3.43) 1.69 (0.23 - 12.54)

Household income 　 　 　 　 　 　 　 　 　 　 　 　 　 　 　 　 　 　 　 　 　 　 　

Low 1.00 1.68 (0.66 - 4.26) 0.74 (0.30 - 1.83) 2.12 (0.11 - 40.17) 1.00 2.74 (1.03 - 7.34) 1.71 (0.86 - 3.42) 3.48 (0.42 - 29.20)

Mid-low 1.00 1.37 (0.72 - 2.61) 0.88 (0.47 - 1.67) - - - - 1.00 1.42 (0.66 - 3.02) 1.00 (0.60 - 1.67) 2.07 (0.45 - 9.54)

Mid-high 1.00 2.42 (1.40 - 4.20) 1.89 (1.02 - 3.50) 1.47 (0.20 - 10.60) 1.00 2.68 (1.16 - 6.22) 1.32 (0.76 - 2.28) 1.07 (0.09 - 12.32)

High 1.00 2.72 (1.46 - 5.06) 2.45 (1.46 - 4.11) - - - - 1.00 1.16 (0.46 - 2.91) 1.80 (1.01 - 3.20) - - - -

Region 　 　 　 　 　 　 　 　 　 　 　 　 　 　 　 　 　 　 　 　 　 　 　 　 　 　

Urban
area 1.00 2.01 (1.46 - 2.76) 1.61 (1.12 - 2.32) 2.01 (0.41 - 9.96) 1.00 1.87 (1.20 - 2.89) 1.33 (0.97 - 1.82) 2.10 (0.72 - 6.11)

Rural
area 1.00 1.86 (0.77 - 4.47) 1.47 (0.63 - 3.41) - - - - 1.00 1.36 (0.43 - 4.29) 0.99 (0.46 - 2.12) - - - -

Occupational categories 　 　 　 　 　 　 　 　 　 　 　 　 　 　 　 　 　 　 　 　 　 　 　

White 1.00 2.06 (1.25 - 3.39) 1.28 (0.69 - 2.38) 0.87 (0.16 - 4.57) 1.00 2.59 (1.07 - 6.24) 2.05 (0.98 - 4.29) 3.45 (0.43 - 28.01)
Pink 1.00 2.31 (0.66 - 8.07) 1.12 (0.25 - 5.00) - - - - 1.00 1.31 (0.50 - 3.41) 0.70 (0.35 - 1.40) - - - -
Blue 1.00 2.02 (1.21 - 3.38) 2.05 (1.20 - 3.51) - - - - 1.00 1.82 (0.59 - 5.66) 0.95 (0.49 - 1.83) - - - -
Inoccup
ation 1.00 2.02 (1.09 - 3.74) 1.54 (0.80 - 2.98) 0.44 (0.04 - 4.70) 1.00 1.79 (0.93 - 3.45) 1.59 (1.02 - 2.49) 2.39 (0.67 -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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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I 　 　 　 　 　 　 　 　 　 　 　 　 　 　 　 　 　 　 　 　 　 　 　 　 　 　

Underweight
or
Normal(<25)

1.00 1.84 (1.31 - 2.58) 1.35 (0.89 - 2.03) 2.11 (0.28 - 15.92) 1.00 1.70 (1.02 - 2.82) 1.42 (0.99 - 2.03) 1.34 (0.35 - 5.18)

Overweig
ht( 25.0)≥ 1.00 2.23 (1.33 - 3.76) 2.08 (1.15 - 3.76) 2.06 (0.20 - 21.33) 1.00 2.03 (0.86 - 4.78) 1.01 (0.61 - 1.69) 2.33 (0.42 - 13.00)

Drinking status　 　 　 　 　 　 　 　 　 　 　 　 　 　 　 　 　 　 　 　 　 　 　 　

No 1.00 2.10 (0.83 - 5.31) 0.94 (0.42 - 2.12) - - - - 1.00 0.66 (0.24 - 1.78) 1.35 (0.84 - 2.17) 0.59 (0.14 - 2.40)
Yes 1.00 2.08 (1.53 - 2.64) 1.80 (1.23 - 2.64) 1.68 (0.32 - 8.80) 1.00 1.98 (1.25 - 3.13) 1.36 (0.95 - 1.97) 3.25 (0.92 - 11.52)
Walking frequently 　 　 　 　 　 　 　 　 　 　 　 　 　 　 　 　 　 　 　 　 　 　 　

Inadequate 1.00 2.42 (1.55 - 3.79) 1.34 (0.83 - 2.16) 4.61 (0.38 - 56.11) 1.00 1.58 (0.93 - 2.67) 1.33 (0.89 - 1.98) 1.81 (0.56 - 5.90)
Adequate 1.00 1.76 (1.19 - 2.59) 1.79 (1.12 - 2.87) 1.38 (0.34 - 5.70) 1.00 2.26 (1.13 - 4.51) 1.26 (0.81 - 1.96) 0.84 (0.08 - 8.75)
Energy intake level 　 　 　 　 　 　 　 　 　 　 　 　 　 　 　 　 　 　 　 　 　 　

Inadequate 1.00 1.88 (1.26 - 2.80) 1.30 (0.85 - 2.00) 1.32 (0.30 - 5.74) 1.00 1.62 (0.99 - 2.66) 1.13 (0.80 - 1.58) 1.45 (0.39 - 5.41)
Adequate 1.00 2.10 (1.33 - 3.32) 2.21 (1.28 - 3.83) 4.85 (0.33 - 70.71) 1.00 1.91 (0.85 - 4.30) 1.77 (1.05 - 2.98) 2.35 (0.40 - 13.81)
Chronic disease diagnosis 　 　 　 　 　 　 　 　 　 　 　 　 　 　 　 　 　 　 　 　

No 1.00 2.04 (1.46 - 2.83) 1.62 (1.12 - 2.36) 1.51 (0.25 - 9.17) 1.00 1.77 (1.12 - 2.78) 1.23 (0.86 - 1.77) 3.14 (0.99 - 9.92)
Yes 1.00 1.61 (0.84 - 3.07) 1.25 (0.63 - 2.47) 3.18 (0.30 - 33.23) 1.00 2.67 (0.97 - 7.30) 1.52 (0.89 - 2.62) 0.72 (0.19 - 2.74)
SHSE 　 　 　 　 　 　 　 　 　 　 　 　 　 　 　 　 　 　 　 　 　 　 　 　 　 　

No 1.00 1.88 (1.31 - 2.70) 1.49 (1.00 - 2.23) 1.78 (0.38 - 8.36) 1.00 1.90 (1.12 - 3.25) 1.32 (0.95 - 1.83) 1.61 (0.45 - 5.70)
Yes 1.00 2.08 (1.22 - 3.56) 1.71 (0.93 - 3.14) - - - - 1.00 1.54 (0.73 - 3.22) 1.31 (0.73 - 2.34) 1.72 (0.14 - 21.72)
Family history 　 　 　 　 　 　 　 　 　 　 　 　 　 　 　 　 　 　 　 　

No 1.00 2.03 (1.45 - 2.84) 1.70 (1.19 - 2.43) 3.06 (0.50 - 18.56) 1.00 1.76 (1.10 - 2.80) 1.18 (0.84 - 1.66) 0.63 (0.17 - 2.36)
Yes 1.00 1.77 (0.91 - 3.42) 1.00 (0.45 - 2.22) 1.05 (0.13 - 8.61) 1.00 1.48 (0.60 - 3.64) 1.48 (0.78 - 2.78) 7.14 (1.05 - 4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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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Year of Smoking 　 　 　 　 　 　 　 　 　 　 　 　 　 　 　 　 　 　

Pack-Years
<10 1.00 2.23 (1.50 - 3.33) 1.61 (1.08 - 2.39) 0.65 (0.16 - 2.72) 1.00 1.79 (1.17 - 2.74) 1.27 (0.96 - 1.68) 1.40 (0.46 - 4.31)

10 Pack-≤
Years<20 1.00 2.22 (1.05 - 4.68) 0.93 (0.35 - 2.50) - - - - 1.00 - - - - - - - - - - - -

20≥ 1.00 1.63 (0.84 - 3.16) 1.64 (0.77 - 3.48) 2.09 (0.16 - 27.91) 1.00 - - - - - - - - - - - -
Year 　 　 　 　 　 　 　 　 　 　 　 　 　 　 　 　 　 　 　 　 　 　 　 　 　 　

2016 1.00 2.50 (1.45 - 4.31) 1.32 (0.75 - 2.30) - - - - 1.00 1.61 (0.70 - 3.72) 0.93 (0.58 - 1.49) 0.85 (0.22 - 3.36)
2017 1.00 1.41 (0.90 - 2.21) 1.91 (1.07 - 3.42) 0.19 (0.02 - 2.37) 1.00 1.94 (0.90 - 4.20) 1.76 (1.03 - 2.98) 5.05 (0.52 - 49.39)
2018 1.00 2.04 (1.22 - 3.44) 1.52 (0.83 - 2.79) - - - - 1.00 1.64 (0.85 - 3.15) 1.49 (0.85 - 2.60) 1.50 (0.14 - 15.71)
a
Non-smoker : Cotinine < 50ng/mL, NNAL < 2.13pg/mL
b
Continuous-smoker : Cotinine 50ng/mL, NNAL 2.13pg/mL≧ ≧
c
Ex-smoker : Cotinine < 50ng/mL, NNAL 2.13pg/mL≧
d
Recent only-smoker : Cotinine 50ng/mL, NNAL≧ < 2.13p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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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Ⅴ

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1.

이 연구는 질병관리청이 수행한 제 기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원시7 (2016-2018)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성인 흡연자를 대상으로 단기 흡연 패턴과 인슐린 저항성

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에 앞서 교란 작용을 할 수 있는 그 외의.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분석을 진행했으나 통계 자료를 활용한 연구임,

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론적 제한점이 있다.

첫째 이 연구는 단면 조사연구로 단기 흡연 패턴과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선,

후관계 또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없었다 추후 대규모의 전향적 연구를.

통한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이 연구의 대상자는 대한민국의 만 세 이상의 성인으로 인구 집단, 19 ,

전체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세 미만 청소년의 직접 흡연 및 간접. 19

흡연에 대한 인슐린 저항성의 연관성을 분석하지 못해 추후 흡연 인구에 대한,

전반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연구 대상자에 당뇨 유병자가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다 당뇨병 치료를, .

받는 대상자의 경우 인슐린 저항성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하였

으나 이로써 당뇨병을 가진 흡연자에 대한 인슐린 저항성 연관성 분석이 불가했다.

넷째 연구 대상자의 보유 만성 질환을 나누어 분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고, .

혈압 이상 지질혈증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을 보유한 대상자들을 각각 항목, , , ,

에 나누어 분석한 것이 아닌 만성질환의 보유 여부로 나누어 분석하여 만성질환

보유 여부와 인슐린 저항성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그들의 개별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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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여 분석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 연구가 의미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흡연과 를 활용한, TyG index

인슐린 저항성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현재 우리나라에 많지 않은 상황에서 자

가보고 설문 결과가 아닌 생체 지표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이다 단.

면 연구로서 흡연과 제 형 당뇨병과의 관계는 정립되지 않았으며 특히 국내에2 ,

서 인슐린 저항성과 흡연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실정은 전혀 없다 김학중 등( ,

대다수의 연구들에서 현재 흡연자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가장 높을 것이2009).

라고 제시되었으나(Manson JE et al., 2000; Foy CG et al., 2005; Eliasson

국내 대B et al., 1994; Attvall S et al., 1993; Ronnemaa T et al., 1996)

상자를 표본으로 조사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해당 내용을 단면 분석한 연구

실정은 없다 두 번째로 직접적인 인슐린 수치가 아닌 검사가 용이한 공복혈당. ,

과 중성지방 수치를 인슐린 저항성 평가 방법으로 활용하여 검사에 대한 접근성

을 높였다 세 번째로 흡연 생체 지표의 반감기 특성을 이용하여 단기 흡연 패. ,

턴에 따른 흡연군을 가지로 나누어 조작적 정의하고 각각의 흡연 패턴과 인슐4 ,

린 저항성의 연관성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이전 연구들과 가장 큰 차이가 있다.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2.

이 연구는 대한민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단기 흡연 패턴과 인슐린 저항성의 연

관성을 분석했다 일반적인 특성으로는 전체 대상자 중 남성 분석 대상자의 수.

가 여성보다 많았으며 남성의 경우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군이 많았고 여성의,

경우 낮은 군이 더 많았다 일반적인 특성 분석 결과 남성의 경우 교육 수준. ,

가계 소득 거주지역 직업 에너지 섭취 수준 간접 흡연 노출 여부 조사년도, , , , ,

를 제외한 모든 독립변수에서 군간의 차이가 유의했고 여성의 경우 거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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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섭취 수준 간접 흡연 노출 여부 가족력 보유 여부 조사년도를 제외한, , ,

모든 독립변수에서 군간의 차이가 유의했다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들의 연관성.

을 파악하기 위하여 를 실시한 결과 성별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기존 선행 연구와 같이 대부분 연령군이 높을수록 체질,

량 지수가 높을수록 유산소 신체 활동을 실천하지 않을수록 만성 질환이 있거, ,

나 흡연량이 많을수록 높은 인슐린 저항성 경향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

다 인슐린 저항성은 운동 부족 식이 요인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

알려져 있으며 대사증후군과의 관련성 역시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Kim, 2008),

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테이블 에서. 3

흡연 생체지표를 통해 흡연 여부를 판단하였을 때 과 코티닌 수치가 각, NNAL

각 흡연군인 경우 비흡연군에 비해 높은 인슐린 저항성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과 코티닌 수치가 모두 흡연군인 지속 흡연군의 경우는 비흡연군에 비해NNAL

가장 높은 인슐린 저항성 경향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테이블 에서 단. 4

기 흡연 패턴에 따라 흡연군을 가지 조작적 정의를 통해 구분하였을 때 비흡4 ,

연군에 비해 지속 흡연군에서 가장 많은 독립변수들이 높은 인슐린 저항성 경향

을 보였고 과거 흡연군에서 현재 흡연군 순으로 비흡연군에 비해 높은 인슐린,

저항성 경향을 보였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지속 흡연군의 경우 모든. ,

독립 변수에서 비흡연군에 비해 높은 인슐린 저항성 경향을 보였고 과거 흡연,

군의 경우 연령 간접 흡연 노출 여부를 제외한 독립 변수에서 비흡연군에 비해,

높은 인슐린 저항성 경향을 보였다 현재 흡연군에서는 여성에 한해 연령 가족. ,

력 보유여부에 따라서만 비흡연군에 비해 높은 인슐린 저항성 경향을 보였다.

단 현재 흡연군의 경우 코티닌 수치만 흡연군인 경우로 특정한 식품이나 알콜, ,

섭취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실제로 토마토 감자 피망과 같이 흔한 식품, ,

으로부터 섭취되는 코티닌 양이 하루에 개피 정도의 담배를 피울 때 흡수되1-2

는 니코틴 양 정도가 될 수 있다 은 담배의 특이적(Davis et al., 1991). N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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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발암물질인 의 대사물을 이용한 측정 수치로 반감기가 일로nitrosamine , 40

길어서 장기간 노출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생체 지표이다 오혜영 백유진( , ,

이에 비해 코티닌의 반감기는 시간으로 니코틴의 시간 반감기에2011). 16-20 2

비하면 훨씬 길지만 의 반감기와 비교하면 짧은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NNAL

이러한 반감기 특성을 고려했을(Wong et al., 2012; Haufroid et al., 1998).

때 시간 내 흡연한 흡연자보다 일에서 시간 내로 흡연을 지속한, 16-20 40 16-20

흡연자에서 비흡연군에 비해 높은 인슐린 저항성 경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단기 흡연 패턴에서 단순히 회성 흡연이거나 흡연에 노출된 시간이. 1

일 이내로 매우 짧은 흡연군에 비해 흡연에 노출된 시간이나 흡연 기간이 비1 ,

교적 긴 흡연군일수록 높은 인슐린 저항성의 위험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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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I.Ⅴ

이 연구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수행된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

기 원시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흡연 관련 생체지표와(2016-2018) 인슐린

저항성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금연이 인슐린 저항성 감소에 효과적인 중재 방안,

이 될 수 있다는 기초자료로서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했다 주로 자가 보고식 설.

문에 의존했던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이 연구는 소변 생체 지표를 통해 흡연 관

련 대사물질에 대한 수치를 관심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를 이용해, TyG index

간접적으로 측정된 인슐린 저항성을 종속변수로 적용하여 분석했다 또한 흡연.

생체 지표를 이용하여 흥미변수를 조작적 정의함으로써 기존 선행 연구들과 차

이점을 두었다 연구 결과. 기존 선행 연구와 같이 대부분 연령군이 높을수록,

체질량 지수가 높을수록 유산소 신체 활동을 실천하지 않을수록 만성 질환이, ,

있거나 흡연량이 많을수록 높은 인슐린 저항성 경향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

의했다 또한 흡연 생체지표가 각각 흡연군인 경우 비흡연군에 비해 높은 인슐.

린 저항성 경향을 보였다 이는 인슐린 저항성 관련 기존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

는 동시에 금연을 비롯한 절주 운동 체중 관리 등 만성 질환 예방을 위한 건, ,

강 행동 제시의 이론적 배경이 된다 이 논문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기. 7

부터 분석되기 시작한 흡연 관련 생체지표 중 하나인 수치(2016-2018) NNAL

와 흡연의 대표적인 생체 지표인 코티닌 수치를 활용하여 단기 흡연 패턴을 4

가지로 구분 조작적 정의하여 인슐린 저항성과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반감기, .

특성을 고려했을 때 단기 흡연 패턴에서 단순 회성 흡연이거나 흡연에 노출된, 1

시간이 일 이내로 매우 짧은 흡연군에 비해 흡연에 노출된 시간이나 흡연 기1 ,

간이 비교적 긴 흡연군일수록 높은 인슐린 저항성의 위험이 커지는 것을 추가적

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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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은 각종 질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슐린 저항성 역시 허혈성 심,

질환의 위험인자로 거론되고 있다 흡연하는 행위 그 자체로도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으며 특히 단기 흡연 패턴 중 지속적으로 흡연한 경우 더욱 그 위험,

성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건강한 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흡연

을 삼가는 것이 각종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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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sociation between short-term smoking patterns and insulin resistance

Soo Hyeon Cho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ung-In Jang, MD, PhD)

Background: Self-reporting on smoking, which has been primarily used as

a method for measuring exposure to smoking, can lead to erroneous

measurements, and self-reports may not be useful in quantitative assessment

of smoking volume. Insulin resistance is known as a risk factor for ischemic

heart disease because it is associated with a series of metabolic disorders

such as low HDL, high TG, impaired glucose tolerance, and high blood

pressure.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sulin

resistance and smoking, but as a cross-sectional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smoking and type 2 diabetes has not been established, and related

domestic studies are rare. In addition, this study has a peculiarity in

analyzing the association with insulin resistance using the half-life

characteristics of smoking biomarkers.

Methods: Original data from the 7th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2016-2018) of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were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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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risk of insulin resistance using the Triglyceride

and Glucose (TyG) Index, which is a useful index for assessing insulin

resistance, and the interesting variable is the smoking status using the urine

biomarkers: cotinine and NNAL values, and the independent variable is

demographic factors, social Economic factors and health factors were

selected. An operational definition was applied by reflecting the half-lif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esting variables. In the case of those with both

cotinine and NNAL levels belong to smoking group was defined as

Continuous-smoker, and those with only NNAL levels belong to smoking

group were defined as Ex-smoker, and those with only cotinine levels belong

to smoking group were defined as Recent only-smoker, and those with both

NNAL and cotinine levels belong to non-smoknig group were defined as

Non-smoker.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operational definition in

short-term smoking patterns and insulin resistance was analyzed. Frequency

analysis, Chi-square, and T-test were performed to find out the distribution

and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In addition,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ependent variables including the variable of interest and the dependent

variable.

Results: In the Recent only smoking group, which is judged to have the

shortest exposure period for smoking, the number of independent variables

showing a higher tendency to insulin resistance compared to the non-smoker

group was the smallest. There are differences according to sex, but as in

previous studies, overall, the higher the age, the more overweight, the less

physically active, the more chronic diseases, the more smoking, the higher

the smoking biomarkers, showed the higher the insulin resistance ten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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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when the smoking group was classified according to the

short-term smoking pattern, the continuous smoking group showed higher

insulin resistance tendency than the non-smoker group in most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Conclusions: In this study, as in previous studies, it was confirmed that old

age, obesity, lack of exercise, etc. can affect higher insulin resistance

tendency, and that when the smoking biomarker belongs to the smoking

group, the insulin resistance tendency is higher than that of the non-smoker

group. In addition, in the short-term smoking pattern, the continuous

smoking group, which is estimated to have smoked within the last 40 days to

within 16 hours of the day, showed higher insulin resistance in most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compared to the non-smoker group.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high insulin resistance, which is a risk factor for various

diseases, may result from not only unhealthy lifestyle but also from smoking,

especially from smoking continuously in short-term smoking patterns.

Keywords: smoking, cotinine, NNAL, short-term smoking patterns, TyG inde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