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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anthropometric and biochemical characteristics, nutrient intakes, and bone density of 
Korean elderly men (over 65 yrs). Data on bone density and anthropometric (height, weight, waist circum-
ference, body mass index and blood pressure) and biochemical (total cholesterol, high-density lipoprotein 
(HDL)-cholesterol, low-density lipoprotein (LDL)-cholesterol, triglyceride and hemoglobin) characteristics, nu-
trient intakes, and nutrient density were obtained from the Fif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2008∼2011). Subjects were categorized into smoking and non-smoking 
groups, and smoking group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by smoking period (under 20 yrs, 21∼40 yrs and 
over 41 yrs). Serum triglyceride concentrations of the smoking group aged 21∼40 yrs were higher than those 
of other groups (P＜0.01), whereas other biochemical factors were not different. Intake ratios of energy, pro-
tein, phosphorus and sodium in subjects were over 100% of Dietary Reference Intake for Koreans (KDRI). 
Nutrient densities according to intakes of thiamin, riboflavin, and niacin per 1,000 kcal were significantly dif-
ferent among the groups (P＜0.05). Bone density of subjects decreased according to smoking period (T-score 
of total femur in non-smoking group −0.3108, and −0.2918, −0.4941, −0.6847 in smoking group, respectively). 
Ratio of osteoporosis was 38.1% in the non-smoking group and 44.4%, 51.1%, and 64.0% in the smoking 
group, respectively. The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show that smoking may be associated with bone health, 
higher ratio of osteoporosis, and low nutrient density in elderly men. Therefore, practical and systematic 
non-smoking programs are required to improve the bone density of elderly men as well as maintain healthy 
bone levels and desirable life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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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국남성의 흡연율은 질병관리본부(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3)에 의하면 평

균 41.4%로 이 중 60세 이상 남성의 경우 48.1%에 

달하고 있다. World Health Organization(2004) 보고에 

의하면 매년 전 세계적으로 젊은 성인 3천만 명이 

새롭게 흡연을 시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Park(2011)은 2025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흡연자가 15억
에서 19억 명에 달할 것이라 하였다. 

담배연기에는 수천가지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

어 이미 건강상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

고되어 있고(Jutberger 등 2010; Tamaki 등 2010; 
Yoon 2011; Kim 등 2013),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

해 체중과 체질량지수는 감소하나 허리둘레가 증가

된다고 하여(Canoy 등 2005) 신체적 조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흡연은 사망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흡연을 처음 시작한 연령에 따라 

비흡연자보다 3∼19배의 높은 사망률을 갖는다고 한

다(Lee 등 2001). 노인위험행동에 관한 연구(Bae & 
Park 2006)에서 노인 흡연은 만성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알코올, 식이섭취와 관련되어 건강행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어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러 연구에서 흡연은 골다

공증, 근골격계 결절 및 골밀도 감소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Jørgensen 등 2011; Yan 등 

2011; Zhang & Chandran 2011; Brook 등 2012), 비타

민 D 부족, 식이섬유 및 카페인 과다 섭취, 음주 등

의 요인도 골밀도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Kim 2010; Shin 등 2010; Seo 2012; Park 
2012). 따라서 노인이 흡연할 경우 건강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골다공증 발생률이 증가하거나 골

밀도가 감소되어 삶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원시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

으로 비흡연군, 흡연기간에 따라 20년 이하, 21년∼

40년 및 41년 이상 흡연군 등 4군으로 분류하여 흡

연에 따른 신체적ㆍ생화학적 특성, 영양소섭취, 영

양밀도 및 골밀도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노인 및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연 관련 프로그

램과 교육에 필요한 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제4기 및 제5기(2008∼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를 바탕으로 65세 이

상의 한국 성인남성 중에서 기본 검진자와 골밀도 

자료가 일치하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비흡연군, 20년 
이하 흡연군, 21∼40년 흡연군 및 41년 이상 흡연

군 등 4군으로 분류하였다. 각 분석항목별 분석대상

자의 차이는 해당자의 결손치에 의한 것이며, 신체

적 특성과 생화학적 특성 항목은 비흡연군, 20년 이

하 흡연군, 21∼40년 흡연군 및 41년 이상 흡연군 각각 
55명/80명/94명/49명, 영양소섭취 실태항목은 51명/79명/ 
88명/48명, 골밀도 항목은 53명/81명/93명/50명, T-score 
항목은 55명/81명/94명/50명이었다. 

2. 조사내용

1) 신체적 특성 및 생화학적 특성 조사

연구대상자의 신체적 특성과 생화학적 특성 등 

주요 건강지표는 검진조사를 통하여 측정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신체적 특성 항목은 신장, 체중, 허리둘

레, 체질량지수, 수축기혈압 및 이완기혈압이었고,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kg/m2)는 체중(kg)
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생화학

적 특성 항목은 혈중 총콜레스테롤, high density lip-
oprotein(HDL)-콜레스테롤, low density lipoprotein(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헤모글로빈, GOT(Gluta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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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 =
개인의 특정 영양소 섭취량

특정 영양소 권장섭취량

MAR =
∑NAR(9개 영양소 NAR값의 합

9

oxaloacetate transaminase), GPT(Glutamate pyruvate tra-
nsaminase) 수치를 조사하였다.

2) 영양소섭취 실태 조사

연구대상자의 영양소섭취 실태는 영양조사를 통

하여 측정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항목은 식품

섭취량, 에너지, 수분,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섬유

질, 회분, 칼슘, 인, 철, 나트륨, 칼륨, 비타민 A, 카로

틴, 레티놀, 티아민,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비타민 C 
섭취량이었다. 또한 각 영양소 섭취량은 한국인영양

섭취기준(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10)에서 제

시한 필요추정량, 평균섭취량 및 충분섭취량 대비 

섭취량%를 통해 적정섭취 여부를 조사하였다. 

3) 영양소 적정섭취비(Nutrient adequacy ratio), 

평균 영양소 적정섭취비(Mean adequacy ratio)

영양소 적정섭취비(NAR)는 개인의 특정영양소 섭

취량을 권장섭취량 또는 충분섭취량과 비교한 비로

(Lee 등 2011) 영양소섭취의 적정도를 평가하기 위

해 대상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권장섭취량 또는 충

분섭취량에 대하여 9가지 영양소 단백질, 칼슘, 인, 
철, 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비타민 

C의 NAR을 구하였으며, 1을 상한치로 하여 계산하

였을 때 1이 넘을 경우 1로 간주하였다. 각 개인에 

있어 NAR의 평균을 구하면 MAR이 되며 이를 통해 

개인의 식사 전반의 질을 알 수 있다. NAR과 MAR
에 대한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4) 영양밀도(Nutrient density, ND) 

영양밀도란 식품이 함유하는 에너지 함량에 대비

한 영양소의 양으로, 특정 식품에서 1,000kcal를 섭

취할 때 동시에 섭취하게 되는 영양소의 함량으로

(Seo 등 2014), 티아민,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3개 영

양소의 영양밀도를 분석하였다. 

ND = 1,000kcal에 해당하는 식이 내 영양소 섭취량

5) 골밀도 

골밀도는 이중에너지 X-선 흡수방법(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을 사용하여 대퇴부 전

체 골밀도(total femur), 대퇴 경부 골밀도(femoral 
neck), 요추 골밀도(lumbar spine)를 측정하였다. 골밀

도의 T-score는 골절에 대한 절대적 위험도를 나타

내는 수치이며 젊은 정상인의 최대 골밀도의 평균

값과 비교한 값으로(Koo 등 2008), 비흡연군과 흡연

기간에 따라 세군으로 나누어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1994)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하

여 정상(normal, T-score≥−1.0), 골감소증(osteopenia, 
−2.5＜T-score＜−1.0), 골다공증(osteoporosis, T-score≤
−2.5) 등 3군으로 분류하였다. 

3. 통계분석 

통계는 SAS program(ver 9.4, U.S.A.)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신체적 및 생화학적 특성 등 연속형 

변수는 평균과 표준오차(Mean±SE)로 나타내었고, 범
주형 자료 비교는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이용하였으며, 연속형 자료의 비교는 ANOVA 및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하였다. 모든 통계자료

에 대한 유의성 검정은 P＜0.05 수준으로 하였다.



184 | 흡연기간에 따른 신체적, 생화학적 특성 및 골밀도

Variables Non-smoking
(n=55)

Smoking
P-valueUnder 20 yrs 

(n=80)
21∼40 yrs 

(n=94)
Over 41 yrs 

(n=49)
Age (yr)
Height (cm)
Weight (kg)
Waist circumference (cm)
BMI (kg/m2)2)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72.1±1.331)b

164.0±1.01b

61.9±1.29b

82.6±1.31c

22.3±0.29b

132.0±2.13a

78.5±1.09

72.2±2.01b

165.7±0.88a

64.2±1.02a

84.8±1.09ab

23.3±0.32a

129.3±1.86ab

77.8±1.04

71.3±2.71b

164.9±0.68a

63.7±1.12a

85.0±0.99a

23.3±0.31a

129.6±2.17ab

76.0±1.23

74.2±1.83a

164.7±0.89ab

60.8±0.92b

83.9±0.92bc

22.4±0.23b

128.3±2.56b

75.9±1.14

0.0005***
0.0419*
0.0009***
0.0062**
0.0030**
0.0412*
0.1822

Under weight (BMI＜18.5)
Normal weight (18.5≤ BMI＜25)
Obesity (BMI≥ 25)

5 ( 9.1)
40 (72.7)
10 (18.2)

3 ( 3.8)
60 (75.0)
17 (21.2)

6 ( 6.4)
64 (68.1)
24 (25.5)

4 ( 8.2)
40 (81.6)

5 (10.2)

0.0007***

1) Mean±SE
2) BMI: Body Mass Index (kg/m2)
a-c Duncan’s multiple comparison
*P＜0.05, **P＜0.01, ***P＜0.001

Table 1. Anthropometric characteristic of the subjects by smoking period.

결 과

1. 신체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1
과 같다. 흡연군은 흡연기간에 따라 20년 이하 흡연

군, 21∼40년 흡연군, 41년 이상 흡연군으로 분류하

였다.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비흡연군 72.1세, 흡연

군은 71.3∼74.2세, 평균 신장과 체중은 비흡연군 

164.0cm, 61.9kg, 흡연군은 각각 165.7cm, 64.2kg, 
164.9cm, 63.7kg 및 164.7cm, 60.8kg이었다. 신장은 

비흡연군과 20년 이하 흡연군 및 21∼40년 흡연군의 

두 군간에 유의적 차이를 보였고(P＜0.05), 체중은 

20년 이하 흡연군 및 21∼40년 흡연군의 두 군과 비

흡연군 및 40년 이상 흡연군간에 유의적 차이를 보

였다(P＜0.001). 복부비만을 나타내는 허리둘레는 비

흡연군 82.6cm, 흡연군은 83.9∼85.0cm로 흡연군이 

비흡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1). 체질

량지수(BMI)는 비흡연군 22.3kg/m2, 흡연군은 각각 

23.3kg/m2, 23.3kg/m2 및 22.4kg/m2로 20년 이하 흡연

군 및 21∼40년 흡연군의 두 군과 비흡연군 및 41년 

이상 흡연군간에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P＜0.01). 수
축기혈압은 비흡연군 132.0mmHg, 흡연군은 각각 

129.3mmHg, 129.6mmHg 및 128.3mmHg로 비흡연군

이 가장 높았고, 41년 이상 흡연군이 가장 낮았으며 

두 군간에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P＜0.05). BMI는 

질병관리본부(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3) 기준에 의해 3군으로 분류하였다. 
저체중에 속하는 비율이 비흡연군 9.1%, 흡연군 3.8∼ 
8.2%, 정상에 속하는 비율은 비흡연군 72.7%, 흡연

군에서는 41년 이상 흡연군이 81.6%로 다른 군에 

비해 높았다. 비만에 속하는 비율은 21∼40년 흡연

군이 25.5%, 20년 이하 흡연군 21.2%, 비흡연군 

18.2%, 41년 이상 흡연군 10.2% 순이었고, 41년 이

상 흡연군의 경우 다른 군에 비해 정상체중 비율이 

높고 비만비율이 낮은 결과를 보였다(P＜0.001). 

2. 생화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생화학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혈중 총콜레스테롤은 비흡연군 

183.4mg, 흡연군은 178.7∼189.4mg으로 군간에 유의

적 차이가 없었으며 모두 정상범위에 속해 있었다. 
혈중 HDL-콜레스테롤은 비흡연군 50.0mg, 흡연군은 

46.9∼49.8mg이었으며, 혈중 LDL-콜레스테롤은 비흡

연군 116.4mg과 흡연군 103.3∼115.8mg으로 군간에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혈중 중성지방은 비흡연군 

121.9mg, 흡연군은 각각 126.0mg, 135.7mg 및 114.9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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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on-smoking
(n=55)

Smoking 
P-value

Under 20 yrs (n=80) 21~40 yrs (n=94) Over 41 yrs (n=49)
Total cholesterol (mg)
HDL-cholesterol (mg)2)

LDL-cholesterol (mg)3)

Triglyceride (mg)
Hemoglobin (mg)
GOT (U/L)4)

GPT (U/L)5)

183.4±4.911)

50.0±1.33
116.4±5.25
121.9±9.40b

14.7±0.15
23.6±0.92
19.6±1.31

180.2±3.57
47.2±1.53

103.3±6.40
126.0±7.02ab

14.4±0.18
22.9±1.01
18.1±0.79

178.7±3.60
46.9±1.20

110.7±2.39
135.7±8.79a

14.4±0.20
24.4±0.82
20.0±1.43

189.4±6.95
49.8±2.35

115.8±10.81
114.9±6.71b

14.4±0.12
23.5±1.09
20.8±1.68

0.7228
0.2586
0.4335
0.0014**
0.5868
0.6234
0.1772

1) Mean±SE
2) HDL-cholesterol: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3) LDL-cholesterol: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4) GOT: Glutamate Oxaloacetate Transaminase
5) GPT: Glutamate Pyruvate Transaminase
a-c Duncan’s multiple comparison
**P＜0.01

Table 2. Blood chemistry of the subjects by smoking period.

으로 21∼40년 흡연군의 수치(135.7mg)가 비흡연군과 

41년 이상 흡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1). 
GOT, GPT 수치는 비흡연군이 각각 23.6U/L, 19.6U/L, 
흡연군은 각각 22.9∼24.4U/L 및 18.1∼20.8U/L의 범위

로 군간에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영양소섭취 실태

연구대상자의 영양소섭취 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식품 섭취량은 비흡연군 1,220g, 흡
연군은 1,107∼1,246g으로 비흡연군 및 20년 이하 흡

연군의 두 군과 21∼40년 흡연군간에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P＜0.05). 수분 섭취량은 비흡연군 802.2mL, 
흡연군 697.2∼811.4mL로 21∼40년 흡연군의 경우 

811.4mL로 가장 많았고, 20년 이하 흡연군은 697.2mL
로 가장 적게 조사되었으며 두 군간에 유의적 차이

를 보였다(P＜0.05). 무기질 섭취량은 비흡연군 17.5g, 
흡연군은 각각 16.0g, 17.4g, 17.1g으로, 20년 이하 흡

연군에 비해 다른 군의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많았

다(P＜0.05). 칼슘 섭취량은 비흡연군 458.5mg, 흡연

군은 432.5∼472.0mg으로 20년 이하 흡연군이(472.0mg) 
다른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P＜0.01), 철 섭

취량은 비흡연군 18.2mg, 흡연군은 12.4∼14.4mg으
로 비흡연군이 흡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

(P＜0.05). 나이아신 섭취량은 비흡연군 13.9mg, 흡연

군은 12.9∼14.9mg이었으며, 21∼40년 흡연군의 경

우 20년 이하 흡연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섭취량

이 많았다(P＜0.05). 에너지 섭취량은 비흡연군 

1,722kcal, 흡연군 1,677∼1,965kcal, 단백질 섭취량은 

비흡연군 58.9g, 흡연군은 52.2∼62.2g이었고, 지방 

섭취량은 비흡연군 25.7g, 흡연군은 23.0∼26.1g, 탄

수화물 섭취량은 비흡연군 308.3g, 흡연군은 313.4∼
344.7g으로 군간에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또한 식이

섬유, 인, 나트륨, 칼륨, 비타민 A, 카로틴, 레티놀,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 C 섭취량에서도 군간에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각 영양소 섭취량 실태를 %KDRI(Dietary Reference 

Intake for Koreans)의 필요추정량, 평균섭취량, 충분

섭취량 등과 비교하였다. 단백질은 평균필요량 대비 

130.5∼155.5%로 41년 이상 흡연군(155.5%)이 가장 

높았고, 인의 섭취에서도 평균섭취량 대비 173.3∼
191.0%로 41년 이상 흡연군(191.0%)이 가장 높았으

며, 철은 평균섭취량 대비 179.7∼263.8%, 나트륨도 

모든 군에서 충분섭취량 대비 337.5∼399.5%로 섭취

량이 높았다. 비타민 A는 평균섭취량 대비 106.4∼
184.5%이었고, 티아민, 나이아신 및 비타민 C는 평

균섭취량 대비 각각 100.0∼110.0%, 107.5∼124.2% 
및 108.9∼143.1%이었다. 에너지는 필요추정량 대비 

83.9∼98.3%, 수분 섭취량과 식이섬유는 충분섭취량 

대비 33.2∼38.6%와 25.2∼46.0%로 낮았고, 칼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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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on-smoking
(n=51) %EAR1)

Smoking
P-valueUnder 20 yrs

(n=79) %EAR 21~40 yrs
(n=88) %EAR Over 41 yrs 

(n=48) %EAR

Food intakes (g) 1,220±69.52)b 1,107±46.8b 1,246±53.6a 1,237±119.1ab 0.0356*

Energy (kcal) 1,722±78.4 86.13) 1,677±69.8 83.9 1,768±69.1 88.4 1,965±108.2 98.3 0.1207

Water (mL) 802.2±56.1ab 38.24) 697.2±35.9b 33.2 811.4±45.8a 38.6 770.2±100.9ab 36.7 0.0469*

Protein (g) 58.9±3.2 147.3 52.2±3.2 130.5 58.9±2.7 147.3 62.2±4.9 155.5 0.1581

Fat (g) 25.7±2.7 23.0±2.6 23.8±2.0 26.1±4.1 0.9869

Carbohydrate (g) 308.3±14.6 313.4±12.1 323.6±15.2 344.7±14.1 0.3163

Fiber (g) 7.4±0.7 29.64) 7.7±0.6 30.8 11.5±4.1 46.0 6.3±0.5 25.2 0.3955

Ash (g) 17.5±1.5a 16.0±0.9b 17.4±0.8a 17.1±1.7a 0.0443*

Calcium (mg) 458.5±42.6ab 81.9 472.0±48.9a 84.3 457.0±27.7ab 81.6 432.5±45.3b 77.2 0.0051**

Phosphorus (mg) 1,071±49.2 184.7 1,005±56.1 173.3 1,065±39.9 183.6 1,108±75.2 191.0 0.1817

Iron (mg) 18.2±1.5a 263.8 14.4±1.8b 208.7 14.3±1.0b 207.2 12.4±1.3c 179.7 0.0467*

Sodium (mg) 4,594±668.7 399.54) 3,881±225.4 337.5 4,243±205.2 368.9 4,194±461.9 364.7 0.2507

Potassium (mg) 2,692±174.8 76.94) 2,724±169.3 77.8 2,812±141.9 80.6 2,601±199.4 74.3 0.1837

Vitamin A (μg.R.E) 685.1±99.7 139.8 904.0±203.3 184.5 579.5±38.1 118.3 521.3±82.3 106.4 0.2645

Carotene (μg) 3,820±591.7 5,099±1,225.8 3,176±226.1 2,726±482.2 0.1174

Retinol (μg) 50.3±11.8 48.9±15.2 45.3±6.7 63.8±9.2 0.1856

Thiamine (mg) 1.0±0.1 100.0 1.1±0.1 110.0 1.1±0.1 110.0 1.0±0.6 100.0 0.2651

Riboflavin (mg) 0.9±0.1 69.2 0.9±0.1 69.2 1.3±0.4 100.0 0.9±0.1 69.2 0.2300

Niacin (mg) 13.9±1.3ab 115.8 12.9±0.8b 107.5 14.9±0.9a 124.2 14.5±1.0a 120.8 0.0388*

Vitamin C (mg) 98.4±9.8 131.2 107.3±10.3 143.1 93.7±6.9 124.9 81.7±12.6 108.9 0.4129
1) EAR: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
2) Mean±SE
3) EER: Estimated energy requirement
4) AI: Adequate Intake
a-c Duncan's multiple comparison
*P＜0.05, **P＜0.01

Table 3. Nutrient intakes and %KDRI of the subjects by smoking period.

칼륨도 평균섭취량 및 충분섭취량 대비 각각 77.2∼
84.3%, 74.3∼80.6%로 낮았다. 

4. 영양소 적정섭취비(Nutrient adequacy ratio), 

평균 영양소 적정섭취비(Mean adequacy ratio)

연구대상자의 영양소 적정섭취비 및 평균 영양소 

적정섭취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영양

소별 NAR이 0.80 이하로 나타난 영양소가 비흡연군 

에서 칼슘, 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및 비타민 C 6가지였고, 흡연군은 칼슘, 비타민 A,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및 비타민 C 5가지였다. 영양

소별 NAR의 평균치인 MAR은 비흡연군 0.76, 흡연군

은 각각 0.76, 0.77 및 0.75로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5. 영양밀도

연구대상자의 티아민, 리보플라빈, 나이아신의 영

양밀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티아민의 

영양밀도는 비흡연군 0.65, 흡연군은 0.57∼0.63이었

으며 비흡연군, 20년 이하 흡연군 및 21∼40년 흡연

군 등 세 군과 41년 이상 흡연군 간에 유의적인 차

이를 보였다(P＜0.05). 리보플라빈의 영양밀도에서 

20년 이하 흡연군 및 21∼40년 흡연군은 다른 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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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on-smoking
(n=53)

Smoking
P-value

Under 20 yrs (n=81) 21~40 yrs (n=93) Over 41 yrs (n=50)
Total femur
Femoral neck
Lumbar

−0.3108±0.161)a

−0.8489±0.17ab

−1.1334±0.15a

−0.2918±0.13a

−0.6540±0.17a

−1.0035±0.12a

−0.4941±0.11a

−0.9277±0.16ab

−1.1923±0.10a

−0.6847±0.11b

−1.1949±0.13b

−1.2441±0.14b

0.0003***
0.0420*
0.0037**

1) Mean±SE
a-c Duncan’s multiple comparison
*P＜0.05, **P＜0.01, ***P＜0.001

Table 6. Bone density of the subjects by smoking period.

Variables Non-smoking
(n=121)

Smoking
P-value

Under 20 yrs (n=168) 21~40 yrs (n=184) Over 41 yrs (n=104)
Thiamine (mg/1,000 kcal)
Riboflavin (mg/1,000 kcal)
Niacin (mg/1,000 kcal)

0.65±0.2751)a

0.52±0.251ab

7.57±2.396b

0.63±0.020a

0.54±0.023a

7.66±0.207ab

0.62±0.016a

0.59±0.075a

8.02±0.229a

0.57±0.018b

0.46±0.020b

7.47±0.260b

0.0437*
0.0327*
0.0186*

1) Mean±SE
a-c Duncan’s multiple comparison
*P＜0.05

Table 5. Nutrient density of the subjects by smoking period.

Variables Non-smoking
(n=121)

Smoking
P-value

Under 20 yrs (n=168) 21~40 yrs (n=184) Over 41 yrs (n=104)
NAR1)

Protein
Calcium
Phosphorus
Iron
Vitamin A
Thiamine
Riboflavin
Niacin
Vitamin C

MAR3)

0.90±0.0202)

0.59±0.028
0.97±0.010
0.90±0.019
0.65±0.033
0.79±0.024
0.59±0.028
0.76±0.025
0.72±0.029
0.76±0.018

0.90±0.016
0.60±0.026
0.97±0.008
0.91±0.014
0.64±0.031
0.80±0.020
0.60±0.023
0.76±0.016
0.69±0.026
0.76±0.015

0.90±0.015
0.65±0.022
0.98±0.008
0.93±0.012
0.69±0.026
0.80±0.018
0.63±0.023
0.79±0.019
0.71±0.024
0.77±0.019

0.89±0.020
0.58±0.029
0.96±0.011
0.89±0.023
0.61±0.040
0.79±0.022
0.58±0.028
0.78±0.023
0.69±0.034
0.75±0.020

0.3893
0.1176
0.4513
0.3814
0.1687
0.7454
0.0918
0.2487
0.3924
0.1001

1) NAR: Nutrient adequacy ratio
2) Mean±SE
3) MAR: Mean adequacy ratio

Table 4. NAR and MAR by smoking period.

유의적 차이를 보였으며(P＜0.05), 나이아신의 영양

밀도는 비흡연군 및 41년 이상 흡연군의 두 군에 비

해 20년 이하 흡연군과 21∼40년 흡연군이 유의적으

로 높았으며(P＜0.05), 영양밀도 조사결과 흡연기간

에 따른 일정한 변화양상은 보이지 않았다. 

6. 골밀도

연구대상자의 골밀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전체 대퇴 골밀도는 비흡연군 −0.3108, 흡연군

은 각각 −0.2918, −0.4941 및 −0.6847로 비흡연군, 20년 
이하 흡연군 및 21∼40년 흡연군간에는 유의적 차이

가 없었으나 이들 세 군과 41년 이상 흡연군과의 

유의적 차이를 보였으며(P＜0.001), 흡연기간이 길어

질수록 골밀도가 유의적으로 낮아졌다. 대퇴 경부 

골밀도는 비흡연군 −0.8489, 흡연군은 각각 −0.6540, 
−0.9277 및 −1.1949로 20년 이하 흡연군과 41년 이

상 흡연군의 경우 유의적 차이를 보였고(P＜0.05) 
흡연기간이 경과할수록 낮아졌다. 요추 골밀도는 

비흡연군 −1.1334, 흡연군 각각 −1.0035, −1.1923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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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on-smoking
(n=55)

Smoking
P-value

Under 20 yrs (n=81) 21~40 yrs (n=94) Over 41 yrs (n=50)
Normal1)

Osteopenia2)

Osteoporosis3)

14 (25.5)
20 (36.4)
21 (38.1)

31 (38.3)
14 (17.3)
36 (44.4)

27 (28.7)
19 (20.2)
48 (51.1)

9 (18.0)
9 (18.0)

32 (64.0)

0.0004***

1-3) The subjects were classified as normal, osteopenia or osteoporosis on the basic of T-score of an individual bone; normal: T≥−1.0, 
osteopenia: −2.5＜T＜−1.0, osteoporosis: T≤−2.5

***P＜0.001

Table 7. Bone status of the subjects by smoking period.     N (%)

−1.2441로 비흡연군, 20년 이하 흡연군 및 21∼40년 

흡연군의 경우 유의적 차이는 없었으나, 41년 이상 

흡연군의 골밀도가 다른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

아(P＜0.01) 흡연기간이 경과할수록 골밀도가 낮아지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골밀도 T-score에 따라 정상, 골감소증, 골다공증

으로 분류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정상에 속하는 

비율은 비흡연군 25.5%, 흡연군은 각각 38.3%, 
28.7% 및 18.0%이었다. 골감소증 비율은 비흡연군이 

36.4%로 흡연군의 17.3%∼20.2%에 비해 높았으며, 
골다공증 비율은 비흡연군 38.1%, 흡연군은 각각 

44.4%, 51.1% 및 64.0%로 비흡연군에 비해 유의적으

로 높았다(P＜0.001). 

고 찰

본 연구는 65세 이상 흡연 남성노인을 대상으로 

비흡연군, 흡연군으로 분류하여 신체적 특성, 생화

학적 특성, 영양소섭취 실태, 골밀도 상태를 2008∼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

다. 대상자의 신장과 체중은 The Korean Nutrition 
Society(2010)의 65세 이상의 신장 164cm, 59.2kg보다 

모두 높았으며, 복부비만 정도를 나타내는 허리둘레

는 비흡연군에 비해 흡연군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다. 
Park 등(2013)은 일정기간 이상의 흡연과 음주는 체

중과 체지방 조절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체중이 증

가한다고 하여 같은 결과를 보였으며, Lee 등(2010)
의 연구에서 흡연군이 비흡연군에 비해 비만의 위

험이 높았으나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고 하여 본 연

구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BMI는 흡연군이 비흡연

군에 비해 더 높았는데, 흡연은 비만을 야기하는 요

인으로 교감신경계 항진에 의한 코티졸 증가와 성

호르몬 불균형으로 내장지방을 증가시킨다고 하였

고(Williamson 등 1991), Shin 등(2013)의 연구에서 

흡연군보다 비흡연군에서 BMI가 유의하게 높고, 허
리둘레는 흡연과 유의적 상관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연구결과가 대

상자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흡연이 체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금연의 중

요성을 효과적으로 교육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수축기혈압이 흡연군에 비해 비흡연

군이 높았으며, 이완기혈압에서는 유의적 차이가 없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흡연군의 수축기혈압이 

비흡연군보다 낮다는 Gyntelberg & Meyer(1974)의 연

구 및 이완기혈압이 흡연군과 비흡군에서 통계적 

차이가 없거나 낮게 차이난다고 한 Dallongeville 등

(1996)의 연구결과와 동일하였다. 반면 중년 남성의 

운동, 음주, 흡연습관에 대한 연구(Park 등 2013)에서 

흡연은 니코틴에 의한 교감신경의 활성으로 혈압을 

증가시킨다고 하여 다른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연

구대상자나 연구방법 등에 의해 흡연이 혈압수치를 

상승 또는 저하시킨다는 상반된 이론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흡연과 혈압 간의 관련성에 대하

여 더 자세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조사결과 41년 이상 흡연군의 경우 체중이 다른 

군보다 낮았고 허리둘레에서도 20년 이하 흡연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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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1∼40년 흡연군과 비교했을 때 낮았으며, 혈압

도 유의적으로 낮아 앞에서 제시한 여러 연구를 통

해 보았을 때 결과에서 다소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흡연기간이 혈압 상승과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

했으나 본 조사결과 다른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아 

다양한 각도로 결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

인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혈중 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및 LDL-콜레스테롤은 군간에 유의적 차

이가 없었다. Yoon 등(2004)의 연구에서 흡연은 혈

중 총콜레스테롤 농도에 영향을 주며, 니코틴이 카

테콜아민 분비를 자극하면 지방조직의 아데닐레이

트 사이클레이스(adenylatecyclase)에 의해 활성화되어 

총콜레스테롤과 저밀도지단백질 농도가 증가한다고 

하여 다른 결과를 보였다. Choi 등(2006)의 연구에서 

LDL-콜레스테롤 농도는 흡연군이 비흡연군에 비해 

높았다는 결과를 볼 때,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Shin 등(2013)의 연구에서도 흡연군이 비흡

연군에 비해 총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농도가 유의

적으로 높고, HDL-콜레스테롤 농도는 비흡연군에 

비해 흡연군에서 유의적으로 낮다고 하여 다른 결

과를 보였다. 선행 연구(Erikssen & Enger 1978)에서 

담배의 니코틴에 의해 증가된 카테콜아민 작용에 

의해 유리지방산이 증가함에 따라 간에서 중성지방

과 LDL-콜레스테롤 생성이 진행되어 혈중 농도가 

증가한다고 하였고, 흡연에 의해 유리콜레스테롤의 

콜레스테롤에스테르로의 변환에 관여하는 효소 lec-
ithin cholesterol acyltransferase의 활성 저하로 인해 

HDL-콜레스테롤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 비흡연군에 비해 흡연군의 혈중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및 LDL-콜레스테롤 농도에서 바람

직하지 않은 결과를 예상하였으나 분석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아 영향요인과의 상관성을 통한 자

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혈중 헤모글로빈, GOT 및 

GPT 농도에서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Smith & 
Landaw(1978)는 담배연기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가 

혈색소에 부착되어 carboxyhemoglobin이 형성되면 기

존의 혈색소가 갖고 있는 산소운반 능력이 감소되

며 이를 보상하기 위해 더 높은 혈색소 농도를 유

지하게 된다고 하였고, Yun 등(2002)의 연구에서도 

흡연군이 비흡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혈색소 농도

가 높다고 하여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성

인남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Choi 등 2006)에서 헤모

글로빈 농도는 흡연군이 비흡연군에 비해 유의적으

로 높다고 하여 다른 결과를 보였고, 혈중 GOT와 

GPT 농도는 흡연군과 비흡연군간에 유의적 차이가 

없다고 하여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국민건

강영양조사 분석 결과 위의 여러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와는 달리 흡연군의 혈중 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및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 등에서 비흡연군과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나 조사치에 대한 더 다각적인 분석이 이루

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양소섭취 실태 분석결과 식품 섭취량(P＜0.05), 

수분 섭취량(P＜0.05), 무기질 섭취량(P＜0.05), 칼슘 

섭취량(P＜0.01), 철 섭취량(P＜0.05), 나이아신 섭취

량(P＜0.05)에서 군간에 유의적 차이를 보였으며, 에
너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식이섬유, 인, 나트륨, 
칼륨, 비타민 A, 카로틴, 레티놀, 티아민, 리보플라

빈, 비타민 C 등 섭취량에서는 유의적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한국 남성의 흡연과 비만 관련성에 대한 

연구(Lee 등 2010)에서는 흡연군이 비흡연군에 비해 

총에너지 섭취량이 많고 단백질, 탄수화물 섭취에서 

차이가 없다고 하였으며, Choi 등(2006)의 연구에서 

무기질, 철의 섭취량이 비흡연군이 흡연군보다 높았

고, 나이아신의 섭취량은 비흡연군이 흡연군에 비해 

낮았던 결과와 같았다. 본 연구에서 카로틴 섭취량

은 20년 이하 흡연군이 비흡연군보다 섭취량이 높

았으나, 21∼40년 흡연군과 41년 이상 흡연군에서는 

비흡연군에 비해 섭취량이 더 낮았으며, 이는 

Dietrich 등(2003)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카로틴 섭취량이 비흡연군에 비해 흡연군에서 

낮았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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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양소섭취 실태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비흡연군

과 흡연군 그리고 흡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흡연기간에 따라 영양소섭취 

실태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을 같이 분석하지 않

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추후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양소별 NAR값이 0.80 이하로 나타난 영양소는 

비흡연군의 경우 칼슘, 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

빈, 나이아신, 비타민 C 등 6가지였고, 흡연군은 칼

슘, 비타민 A,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비타민 C 등 

5가지로 조사되었다. 이는 Yeon 등(2012)의 연구에

서 흡연군이 비흡연군에 비해 0.80 이하로 NAR값을 

나타낸 영양소 개수가 더 많았던 결과와 달랐다. 
MAR은 식사의 질을 나타내는 값으로 비흡연군과 

흡연군 모두 0.80 이하의 값을 보였으며, 이는 흡연 

여부를 떠나 65세 이상 한국 노인군의 전반적 영양

소섭취의 질이 낮은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식품의 균형섭취 및 고른 영양소섭취

의 중요성에 대한 영양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연구대상자의 티아민, 리보플라빈 및 나이아신의 

영양밀도를 조사한 결과, 비흡연군의 티아민의 영양

밀도는 흡연군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 40년 이상 흡

연군의 경우 티아민, 리보플라빈 및 나이아신 모두 

다른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아 영양적으로 질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인음주자를 대상으로 흡

연유무에 따라 영양밀도를 분석한 연구(Kang 2008)에
서 음주흡연군의 영양밀도는 티아민 0.6mg/1,000kcal, 
리보플라빈 0.6mg/1,000kcal, 나이아신 9.4mg/1,000kcal
로 음주흡연군의 식사의 질이 질적으로 낮다고 하였

는데 본 연구에서는 흡연군의 리보플라빈(0.54), 나이

아신(7.66)의 영양밀도가 더 낮아 흡연자를 대상으로 

영양섭취의 중요성과 영양밀도 증가를 위한 식생활

개선 및 영양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영양소섭취 및 영양밀도 등 영양과 관련된 조사결

과 한국 노인군의 영양개선을 위한 영양중재프로그

램 마련을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계획ㆍ실행되어

야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의 골밀도를 분석한 결과 골밀도가 흡연군

이 비흡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고, 골다공증 

비율도 비흡연군에 비해 흡연군에서 높게 나타났다. 
흡연은 골다공증과 골다공증성 골절에 중요한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으며(Brook 등 2012), 현재 세계보

건기구의 골절위험도 예측프로그램의 주요 위험인

자로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Kanis 등 2010). 흡연자

들은 골건강에 좋지 않은 생활습관 즉 음주, 신체활

동 저하, 칼슘 섭취량 부족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 많으며(Ma 등 2000), 흡연은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배제한 후에도 골건강에 독립적 영향을 주는 위험인

자라고 한다(Hollenbach 등 1993). Wong 등(2007)에 

의하면 남성에서 각 10년의 흡연연수 당 0.014g/cm2

의 속도로 골밀도가 감소하였고 Framingham study에
서 남성 흡연군을 대상으로 40년간 추적 관찰한 연

구결과 비흡연군에 비해 전신에 있는 모든 뼈의 골

밀도가 4∼15.3% 낮다고 하였다. Lim(2012)의 연구

에서 흡연군의 대퇴 경부 및 요추 골밀도 감소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고, Krall & Dawson- 
Hughes(1999)는 흡연군이 비흡연군에 비해 대퇴골의 

골밀도 손실이 크다고 하였다. Hermann 등(2000)은 

흡연과 요추 및 대퇴골 골밀도 사이에 음의 상관관

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혈청 비타민 D 및 파골세포 

농도를 저하시켜 골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여 본 연구에서 흡연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골다공증 비율이 증가한 결과와 동일하였다. 
그러나 Sung & Bae(2005)의 성인남자의 흡연 여부

에 따른 연구에서 흡연, 비흡연군의 골밀도에서 유

의적 차이가 없다고 하여 다른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신체적, 생화학적 

특성에서 흡연에 의한 영향이 일정한 경향을 보이

지 않아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노인의 영양소섭취 및 영양밀도 수준이 전

반적으로 양호하지 않아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식생

활 및 영양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인다. 또한 

골밀도 결과와 함께 보았을 때 노인을 대상으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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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하며, 영양 향상과 

금연을 위한 체계적인 중재프로그램 마련 및 보급

의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를 바

탕으로 하여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비흡연군

과 흡연기간에 따라 20년 이하 흡연군, 21년∼40년 

흡연군 및 41년 이상 흡연군 등 4군으로 분류하여 

흡연기간에 따른 신체적 특성, 생화학적 특성, 영양

소섭취 실태, 영양밀도 및 골밀도 차이를 알아보고

자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비흡연군 72.1세, 비흡연군은 

71.3∼74.2세로, 평균 신장(P＜0.05), 체중(P＜0.001), 
허리둘레(P＜0.01) 및 체질량지수(P＜0.01), 수축기

혈압(P＜0.05)에서 군간에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 
저체중 비율은 비흡연군이 흡연군에 비해 높았고, 
비만에 속하는 비율은 21∼40년 흡연군이 25.5%, 
20년 이하 흡연군 21.2%, 비흡연군 18.2%, 41년 

이상 흡연군 10.2% 순이었다(P＜0.001). 
2. 혈중 총콜레스테롤은 비흡연군, 흡연군 모두 정

상범위에 속했으며, 혈중 HDL-콜레스테롤, 혈중 

LDL-콜레스테롤은 군간에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혈중 중성지방은 비흡연군 121.9mg, 흡연군은 각

각 126.0mg, 135.7mg 및 114.9mg으로 21∼40년 

흡연군이 다른 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P＜0.01),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 GOT 및 GPT 
농도는 군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3. 식품 섭취량(P＜0.05)과 수분(P＜0.05), 무기질

(P＜0.05), 칼슘(P＜0.01), 철(P＜0.05) 및 나이아신 

섭취량(P＜0.05)은 비흡연군과 흡연군에서 유의적 

차이를 보였으며, 에너지, 지방, 탄수화물, 식이섬

유, 인, 나트륨, 칼륨, 비타민 A, 카로틴, 레티놀,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 C 섭취량은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단백질과 인은 평균필요량 대비 

각각 130.5∼155.5%, 173.3∼191.0%로 41년 이상 

흡연군이 가장 높았고, 철은 평균섭취량 대비 

179.7∼263.8%, 나트륨도 충분섭취량 대비 337.5∼
399.5%로 모든 군에서 섭취량이 높았다. 비타민 

A는 평균섭취량 대비 106.4∼184.5%, 티아민, 나

이아신 및 비타민 C는 평균섭취량 대비 각각 

100.0∼110.0%, 107.5∼124.2% 및 108.9∼143.1%이

었다. 에너지는 필요추정량 대비 83.9∼98.3%, 수
분 섭취량과 식이섬유는 충분섭취량 대비 33.2∼
38.6%와 25.2∼46.0%, 칼슘 및 칼륨도 평균섭취량 

및 충분섭취량 대비 각각 77.2∼84.3%, 74.3∼
80.6%로 낮았다. 티아민의 영양밀도는 흡연군에

서 흡연기간이 길어질수록 낮았으며(P＜0.05), 리

보플라빈(P＜0.05)과 나이아신(P＜0.05)의 영양밀

도는 20년 이하 흡연군과 21∼40년 흡연군이 비

흡연군보다 높았다.
4. 전체 대퇴 골밀도는 비흡연군 −0.3108, 흡연군은 

각각 −0.2918, −0.4941 및 −0.6847로 41년 이상 흡

연군의 경우 다른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고

(P＜0.001), 대퇴 경부 골밀도(P＜0.05)와 요추 골밀

도(P＜0.01)에서도 41년 이상 흡연군의 골밀도가 

다른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다. 골다공증 비율

은 비흡연군 38.1%, 흡연군은 각각 44.4∼64.0%로 

흡연기간이 길수록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본 연구결과를 보았을 때 흡연에 의해 허리둘레, 
체질량지수에서 유의적 변화가 있었으며, 영양소섭

취 실태나 영양밀도에서도 전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골밀도는 흡연기간이 길어질수

록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골다공증의 비율도 유

의적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흡연자를 대상으로 하

여 신체적, 생화학적, 영양소섭취 실태, 영양밀도 등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교육방안이 금연 및 영양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

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흡연이 골밀도

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알려 금연을 위한 동기부

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흡연자 및 흡연 노인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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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한 현실적이고 설득력있는 금연교육이 보편화

되고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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