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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smoking cessation and metabolic syndrome components in Korean 
male and to clarify how long metabolic syndrome and its components remains after smoking cessation. Methods: A total of 4,408 
participants from the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s were included in this cross-sectional study. Smoking 
status was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current-smoker, ex-smoker and non-smoker. Also smoking cessation period was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less than 5 years, 5 years to 15 years and more than 15 years. Results: Smoking cessation were associated with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and its components. The multi-variate adjusted odds ratio for the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was 
1.68(1.22-2.31) for smoker, 1.04(0.74-1.46) for ex-smoker, as compare with non-smoker; adjusted odds ratio for the prevalence of 
hypertriglyceride 2.17(1.77-2.66) for smoker, 1.27(1.02-1.59) for ex-smoker and high waist circumference 1.36(0.98-1.88) for smoker, 
1.07(0.78-1.48) for ex-smoker, as compare with non-smoker. Conclusions: Smoking cessation in Korean male reduced odds ratio for the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and its 4 components except for hyper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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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금연을 통한 건강관리와 예방에 대한 관심이 국내. 

외적으로 더욱 거세지고 있다. 많은 공공장소가 금연구역

으로 지정되고, 금연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효과적으로 진

행 중이다. 국내 흡연율은 남성의 경우, 2014년도에 43.1%

로 2001년도 60% 이상의 흡연율에 비하면 계속해서 줄어

들고 있는 상태이다(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2014). 그러나 20%대에 머물고 있는 미국 흡연

율(CDC/NCHS, Health, United States, 2014)에 비하면, 국내

의 흡연율은 비교적 높은 상태이다.

흡연은 특히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등의 발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orwin, McCoy, 

Whetzel, & Ceballos, 2006). 흥미롭게도, 일부 연구는 금연이 

대사증후군 및 그 구성요소들의 발병 관련 위험을 증가시

킨다는 보고도 있다(Wada, rashima, & Fukumoto, 2007; Kim 

et al., 2009; Yeh, Duncan, Schmidt, Wang, & Brancati. 2010; 

Matsushita et al., 2011). 그러나 흡연과 대사 증후군의 유병

과의 관련성을 본 대규모 연구들에서는 흡연이 대사증후군

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Oh et al., 2005;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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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u, & Ning, 2012; Kawada et al., 2010). Kawada(2010)의 1년

간의 추적연구에 따르면, 흡연자(current smoker)는 비흡연

자(non-smoker)에 비해 연령, 체질량지수, 인슐린 저항성, 요

산수치, 생활습관 요인과 독립적으로 대사증후군과 높은 연

관성을 나타내었고, 대사증후군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

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금연이라는 연구도 있다

(Reaven & Tsao, 2003).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금연 후, 약 

1년 정도는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전체적으로 증가하지만, 

금연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은 

감소했다고 한다(Ishizaka, Yamakado, & Ishizaka, 2006).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과혈당 등을 

특징으로 하며, 전 세계적인 보건 문제 중의 하나이다

(Alberti et al., 2009). 대사증후군은 2형 당뇨와 심혈관 질환

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모든 원인의 사망률과도 관련성이 

있다(Wilson, D’Agostino, Parise, Sullivan, & Meigs, 2005). 

흡연군은 비흡연군에 비해 HDL-콜레스테롤(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이 낮고, LDL-콜레스테롤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과 중성지방이 증

가되었으며(Lee, Jung, Park, Rhee, & Kim, 2005), 인슐린 저

항성과 당뇨로 발전할 위험이 증가된다고 한다(Ronnemaa, 

Ronnemaa, Puukka, Pyorala, & Laakso, 1996; Foy, Bell, Farmer, 

Goff Jr, & Wagenknecht, 2005; Rimm, Chan, Stampfer, Colditz, 

& Willett, 1995; Hu et al., 2001). 따라서 흡연은 대사증후군 

위험의 중요한 조절 인자로 여겨질 수도 있으며(Pyorala 

1996), 이러한 관점은 대사증후군을 가진 환자나 각각의 구

성요소를 가진 이들에게 금연 프로그램이 요구된다는 의견

을 지지하게 한다(Dzien, Dzien-Bischinger, Hoppichler, & 

Lechleitner, 2004). 

금연의 기간과 대사증후군 및 구성요소의 유병률과의 

관련성에 관한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본의 단면 연구

에서 금연 이전에 하루에 30개피 이상의 흡연을 해온 금연

자의 경우, 금연한 지 10년 미만에서는 대사증후군의 유병

률에 대한 오즈비가 1.64(1.14 to 2.38) 였고, 10년 이상 금연

한 경우에는 0.74(0.45 to 1.19)로 나타났다(Yumiko, Masakazu, 

Akihiko, 2010). 따라서 하루 30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는 흡

연가(heavy smoker)와 대사증후군과의 유해적인 관련성은 

금연 이후에도 10년 이상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흡연의 개비수와 lipoprotein에 대해 언급한 연구들을 살펴

보면, 흡연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총콜레스테롤, LDL-C, 

중성지방의 증가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Gossett, Johnson, Piper, Fiore, Baker, & Stein, 2009), 또 다

른 연구에서는 흡연량과 심혈관 질환 위험과의 용량-비례

적인 관계는 명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비흡연자에 비

해 한번 더 담배 피울 때마다 비치명적 심근경색증의 위험

이 6.5%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Teo et al., 2006). 즉 흡

연의 유해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흡연 기간과 흡연량은 기

존의 연구를 통해 많이 다뤄져 왔고, 의미 있는 결과들을 

도출해 내었다. 한편, 기존에 이뤄진 금연 연구에 있어서

도, 금연 기간과 흡연량을 바탕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

고, 의미 있는 결과도 찾을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 금연 기간에 따른 대사증후군 및 구성 요소의 유병률에 

대한 관련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한편, 흡연과 대사증후군과의 관련성에 관한 기존 연구들

은 살펴보면,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비교 분석한 결과가 대

부분이며, 과거흡연자와 흡연자를 비교한 결과 또는 과거 

흡연자와 비흡연자와의 비교 분석들은 전무하다. 또한, 금연

기간이 얼마나 지나야 대사증후군 유병률에 있어서 비흡연

자와 동일한 상태가 될 지에 대한 관련 연구들도 많지 않다. 

일본에서 시행된 연구에서는 과거흡연자가 금연한 지 15년 

이상이 되어야 비흡연자와 내장지방(visceral fat area)이 동일

해진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Matsushita, Nakagawa, & 

Yamamoto, 2011), 한 연구에서는, 금연한지 5년 이상이 되면,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비흡연자와 비슷해진다고 보고하고 

있다(Ishizaka, Yamakado, & Ishizaka, 2006).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까지 흡연과 대사증후군에 대

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금연과 대사증후군에 대

한 연관성을 보는 연구 결과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2013년-2014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

여, 한국 남성의 금연과 대사증후군 및 각 요소 간에 관련

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6기 1년차(2013), 2년차

(2014)연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질병관

리본부가 매년 실시하는 인구 기반, 전국 단위의 단면 연구 

조사이다. 표본 추출방법은 조사구 및 가구를 1,2차 추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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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하는 2단계 층화집락표본 추출방법을 적용하였고, 시

도, 동 읍 면, 주택유형(일반주택, 아파트)을 기준으로 추출 

틀을 층화하였다. 조사구는 연간 192개, 제 6기(2013-2015) 

3년간 576개를 추출하였다. 국민건강영양 조사는 건강 설문

조사, 검진조사, 영양조사 등을 통해 조사 자료를 수집하였

다. 이 조사의 참여율은 1년차(2013) 79.3%(10,113명 중 

8,018), 2년차(2014) 77.8%(9,701명 중 7,550)이였고, 이들 중, 

남성은 45.5%(3,645명), 44.8%(3,385명)이었다. 대상자의 제

외조건으로 여성, 만 19세 미만의 남성, 뇌혈관 질환이 있거

나 과거력이 있는 자, 관상동맥 질환이 있거나 과거력이 있

는 자, 암 환자, 우울증 환자로 정하였고, 이들을 제외한 최

종 대상자는 모두 4,408명이었다. 모든 참여자는 서면동의

서를 작성하였다. 

2. 연구 변수

1) 사증후군

대사증후군은 ‘A Joint Interim Statement of the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Task Force on Epidemiology and Prevention; 

National Heart, Lung, and Blood Institute; American Heart 

Association; World Heart Federation; International Atherosclerosis 

Society; and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Obesity’(Alberti et al., 2009)에 따라 정의하였다. 단 복부비

만의 경우는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에서 제

시한 기준을 사용하였다(Lee et al., 2007). 진단 기준은 복

부비만 (허리둘레가 남성≥90 cm), 고중성지방혈증 (중성

지방 ≥150 mg/dL), 저 HDL-C (남성 <40 mg/dL), 높은 혈압 

(systolic blood pressure ≥130 mmHg 또는 diastolic blood 

pressure ≥85 mmHg 또는 현재 항고혈압제 복용 중), 내당

능장애(fasting plasma glucose [FPG]≥100 mg/dL 또는 당뇨

약 복용 중)이다. 위의 5가지 요소 중 3가지 이상이 될 경

우, 대사증후군으로 진단되었다.

복부비만의 지표인 허리둘레(waist circumference, WC)는 

정상 호기 이후에 rib cage의 아래 경계에서 iliac crest의 사

이의 가장 가는 부위에서 0.1 cm 단위에 가까운 값을 측정

하였다. 수축기 혈압(systolic blood pressure, SBP)과 이완기 

혈압(diastolic blood pressure, DBP)은 적어도 15분간의 휴식 

이후에, 5분 간격을 두고 3번 측정하였다. 2번째, 3번째 측

정값의 평균값이 분석을 위해 계산되었다. 혈액 검사 전날 

저녁 7시부터 금식을 시작하여 검사 당일 아침까지 지속한 

후, fasting blood 채혈이 수행되었다. 채혈 즉시, 냉동 보관

하였고, 중앙 검사 기관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24시간 이

내에 분석이 이루어졌다.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C, 

LDL-C, 공복혈당은 Hitachi automatic analyzer 7600-210 

(Hitachi/Japan)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2) 사회 인구학  변수  건강행태와 신체계측

사회 인구학적, 건강 행태에 대한 조사는 일대일 인터뷰 

또는 자가 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사회 인구학적 조

사는 연령, 성별, 결혼상태, 교육정도 등이, 건강행태로는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이 포함되었다. 흡연은 3그룹(흡연

자, 과거흡연자, 비흡연자)으로 나누었는데, 흡연자는 “일생 

중 100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운 군 중에서, 현재 매일 또는 

가끔 흡연을 하는 자”이며, 과거흡연자는 “일생 중 100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운 군 중에서,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는 

피우지 않는 자”, 비흡연자는 “일생 중 100개비 미만의 담배

를 피웠거나 또는 전혀 피운 적이 없는 자”로 정의하였다. 

금연자의 금연기간과 대사증후군 및 구성요소와의 관련

성을 보기 위해, 금연기간은 5년 미만, 5년 이상~15년 미만, 

15년 이상으로 분류하였고, 흡연 개비수와의 관련성을 보

기 위해 흡연개비수를 10개비 미만, 10-19개비, 20-29개비, 

30개비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운동은 격렬한 신체 활동은 1회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실천할 경우, 또는 중등도 신체 활동은 1회 30분 이상, 주 

5회 이상 실천한 경우는 ‘운동을 하는 군’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운동을 하고 있지 않은 군’으로 분류하였다. 음주

유무는 ‘음주를 하지 않은 군’ 은 ‘술을 마셔 본 적이 없음’ 

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잔 이상의 술을 마신 경험이 

있더라도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 인 경우, ‘음주

를 한 군’은 최근 1년간 ‘한달에 1번 미만’, ‘한달에 1번 정

도’, ‘한달에 2-4번’, ‘일주일에 2-3번 정도’, ‘일주일에 4번 

이상’ 인 경우로 분류하였다. 

키와 몸무게는 0.1 cm 와 0.1 kg 단위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였고, 대상자들은 신발을 신지 않은 상태로 가벼운 

옷차림 상태에서 측정되었다.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Kilogram 단위의 몸무게를 meter 단위의 키의 제곱

으로 나누어 환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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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방법

통계 분석 방법은 일반적인 특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또는 빈도분석,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

분석을 시행하였다. 복합표본설계 분석에 따라 평균은 

surveymean을 이용하여 means ± standard errors(SE)를 산출

하였고, 빈도분석은 surveyfreq를 이용하여 %(SE)를 산출하

였다. 6기(2013년, 2014년) 기수간의 자료 통합 시에는, 국

민건강영양조사에서 제공한 ‘표본 가중치의 분석과 보고

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통합가중치를 사용하였다. 

복합표본설계를 고려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흡연상태에 따른 대사증후군 유병률의 오즈비와 대사증후

군의 구성요소별 오즈비를 산출하였다. 또한 대사증후군 

유병률의 오즈비와 대사증후군의 구성요소별 오즈비를 연

령과 체질량지수를 보정한 모델(Model 1)과 연령, 교육수

준, 음주여부를 보정한 모델(Model 2)로 구분하여 산출하

였다.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Total Non-smoker Ex-smoker Smoker P-value

N 4,408 1,103 1,583 1,722

Age (years) 45.1±.3 39.0±.6 52.9±.5 42.9±.4 .001

Age group

19-59 years 81.0(.7) 87.2(1.0) 66.1(1.3) 87.8(.8)
<.001

≥ 60 years 19.0(.7) 12.8(1.0) 33.9(1.3) 12.2(.8)

Waist circumference (cm) 84.1±.2 83.0±.3 84.9±.3 84.2±.3 .015

BMI (kg/m2) 24.2±.1 24.1±.1 24.3±.1 24.3±.9 .3516

BMI group (kg/m2)

< 18.5 2.9(.3) 3.3(.7) 2.5(.4) 2.9(.5)

.402718.5.- 25.0 59.5(.8) 61.6(1.8) 59.9(1.5) 58.3(1.3)

≥ 25.0 37.7(.8) 35.0(1.7) 37.6(1.4) 38.8(1.3)

SBP (mmHg) 119.0±.3 117.4±.4 120.7±.4 118.4±.4 .228

DBP (mmHg) 77.5±.2 76.6±.4 77.9±.3 77.9±.3 .008

Triglyceride (mg/dL) 163.3±2.4 134.4±3.9 155.6±3.7 185.8±4.2 <.001

FPG (mg/dL) 100.6±.4 96.5±.6 102.8±.7 100.9±.6 <.001

HDL-C (mg/dL) 45.2±.3 46.4±.5 45.4±.4 44.3±.4 .002

Regular exercise

Yes 24.6(1.09) 26.8(2.3) 23.8(1.8) 23.7(1.6)
.439

No 75.4(1.09) 73.2(2.3) 76.2(1.8) 76.3(1.6)

Education

Elementary school 11.1(.6) 7.0(.8) 16.6(1.1) 9.5(.8)

<.001
Middle school 9.3(.5) 6.8(.8) 12.7(1.0) 8.5(.7)

High school 41.4(1.0) 44.5(1.8) 35.0(1.5) 44.1(1.5)

University 38.2(1.1) 41.7(1.7) 35.7(1.7) 37.8(1.5)

Alcohol Intake

Yes 85.3(.6) 65.8(1.8) 72.1(1.2) 81.6(1.0)
<.001

No 14.7(.6) 34.2(1.8) 27.9(1.2) 18.4(1.0)

Data are presented as the means ± standard error (SE) for continuous variables, or as proportions (SE) for categorical variables.

BMI: body mass index;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FPG: fasting plasma glucose;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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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프로그램은 SAS 9.4(SAS Institute, Cary, NC, USA)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유의수준은 p-value <0.05로 정의

하였다.

본 연구는 가톨릭 대학교 성의교정 임상연구심사위원회

(IRB) 심의를 통해 심사면제(No.MC16EISI0085)를 받았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대상자는 비흡연자 1103명, 과거흡연자 1583명, 흡연자 

172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연령은 비흡연자 39.0세, 

과거흡연자 52.9세, 흡연자 42.9세이었다(P<0.001). 중성지

방은 비흡연자 134.4mg/dL, 과거흡연자 155.6mg/dL, 흡연자 

185.8mg/dL이었고(P<0.001), HDL-C은 비흡연자 46.4mg/dL, 

과거흡연자 45.4mg/dL, 흡연자 44.3mg/dL 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P=0.002). 교육수준은 비흡연자는 대졸 41.7%, 

고졸 44.5%, 과거흡연자는 대졸 35.7%, 고졸 35.0%, 흡연자

는 대졸 37.8%, 고졸, 44.1%의 분포를 나타내었고(P<0.001), 

음주를 하는 경우는 비흡연자 65.8%, 과거흡연자 72.1%, 

흡연자 81.6%의 분포를 나타내었다(P<0.001)<Table 1.>.

2. 흡연상태에 따른 사증후군과 구성요소

<Table 2>에서는 흡연상태에 따른 대사증후군과 그 구성

요소들의 대상자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대사증후군의 유

병률은 과거흡연자 32.6%, 흡연자 31.5%, 비흡연자 22.8% 

이었다. 흡연자의 경우 고중성지방혈증 49.0%, 저 HDL-C 

39.2% 이었고, 과거흡연자는 복부비만 26.9%, 높은 혈압 

48.3%, 내당능장애 42.8%의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과거

흡연자 중 30개비 이상인 경우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48.5% 이었고, 과거흡연자 중 금연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40.3%의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Table 2> Estimated distribution of subjects with metabolic syndrome and its components according to smoking status

N

MS

%(SE)

High 

WC

%(SE)

High 

TG

%(SE)

Low  

HDL-C

%(SE)

High 

BP

%(SE)

High 

FPG

%(SE)

Cigarette smoking status

Non-smoker 1,103 22.8(2.0) 21.4(1.5) 30.4(1.7) 28.6(2.2) 31.3(1.6) 27.3(1.6)

Current smoker 1,722 31.5(1.8) 25.9(1.2) 49.0(1.4) 39.2(1.8) 35.9(1.4) 37.4(1.4)

Ex-smoker 1,583 32.6(1.9) 26.9(1.3) 42.1(1.5) 33.6(2.0) 48.3(1.5) 42.8(1.6)

Daily cigarette consumption

Non-smoker 1,103 22.8(2.0) 21.4(1.5) 30.4(1.7) 28.6(2.2) 31.3(1.6) 27.3(1.6)

Current smoker 1,722 31.5(1.8) 25.9(1.2) 49.0(1.4) 39.2(1.8) 35.9(1.4) 37.4(1.4)

Ex-sm (<10 cigarettes/day) 254 30.5(4.6) 21.7(3.1) 37.3(3.7) 30.7(5.0) 50.6(3.8) 35.2(3.5)

Ex-sm (10-19 cigarettes/day) 491 28.5(3.1) 23.2(2.2) 40.6(2.5) 32.2(3.3) 41.1(2.5) 34.2(2.4)

Ex-sm (20-29 cigarettes/day) 630 32.3(3.2) 28.6(2.2) 43.9(2.6) 36.5(3.4) 49.5(2.3) 50.4(2.6)

Ex-sm (≥30 cigarettes/day) 208 48.5(6.0) 38.7(4.0) 46.6(4.4) 32.9(4.9) 61.7(3.9) 53.7(4.2)

Years since cessation of smoking

Non-smoker 1,103 22.8(2.0) 21.4(1.5) 30.4(1.7) 28.6(2.2) 31.3(1.6) 27.3(1.6)

Current Smoker 1,722 31.5(1.8) 25.9(1.2) 49.0(1.4) 39.2(1.8) 35.9(1.4) 37.4(1.4)

Ex-sm (<5 years) 396 24.8(3.2) 22.5(2.3) 44.0(3.0) 32.8(3.8) 36.9(2.7) 33.3(2.9)

Ex-sm (5-15 years) 573 32.4(3.3) 31.3(2.5) 43.0(2.6) 32.6(3.4) 51.0(2.4) 46.3(2.8)

Ex-sm (≥15 years) 614 40.3(3.5) 25.8(2.0) 30.0(2.4) 35.7(3.7) 56.0(2.2) 47.8(2.4)

Number(N) are presented as unweighted. Data are presented as proportions(SE).

MS: Metabolic syndrome; WC: waist circumference; TG: triglyceride;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BP: blood pressure; FPG: fasting 

plasma glucose; Ex-sm: ex-smo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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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흡연상태에 따른 사증후군 구성요소와의 련성

금연이 대사증후군과 구성요소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

리라는 가설을 확인하기 위하여, 비흡연자를 기준으로 흡

연자와 과거흡연자의 대사증후군과 구성요소의 오즈비를 

산출하였다. 결과는 비흡연자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흡

연자와 과거흡연자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의 오즈비는 성별, 

BMI로 보정한 경우, 흡연자가 1.68(1.22-2.31), 과거흡연자

는 1.04(0.74-1.46)이었고, 성별, 교육, 음주여부로 보정한 결

과 흡연자가 1.64(1.2-2.25), 과거흡연자 1.03(0.74-1.45)이었

다. 즉 흡연자에 비해 과거흡연자가 대사증후군 유병률에 

대한 오즈비가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었다<Table 3>. 즉 흡

연할 때보다, 금연은 대사증후군 유병률을 줄여주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사증후군의 구성요소별로 분석한 결과, 연령, BMI로 

보정한 오즈비에서 복부비만은 흡연자 1.36(0.98-1.88), 과

거흡연자 1.07(0.78-1.48)이고, 고중성지방혈증은 흡연자 

2.17(1.77-2.66), 과거흡연자 1.27(1.02-1.59), 저 HDL-C는 흡연

자 1.55(1.19-2.01), 과거흡연자 0.96(0.72-1.27), 높은 공복 시 

혈당은 흡연자 1.40(1.15-1.72), 과거흡연자 1.06(0.85-1.13)로 

나타났다. 성별, 교육, 음주여부로 보정한 결과에서는 복부

비만은 흡연자 1.38(0.98-1.93), 과거흡연자 1.07(0.77-1.49), 

고중성지방혈증은 흡연자 2.11(1.72-2.58), 과거흡연자 

1.25(1-1.55), 저 HDL-C는 흡연자 1.67(1.27-2.19), 과거흡연자

1.02(0.76-1.35), 높은 공복 시 혈당은 흡연자 1.38(1.11-1.71), 

과거흡연자 1.04(0.83-1.30)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고혈압

을 제외한, 모든 구성요소들에서 흡연자에 비해 과거흡연

자의 유병률 오즈비가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Table 3>. 

다시 말해, 금연이 흡연할 때보다, 대사증후군 유병 뿐 아

니라, 고혈압을 제외한 모든 구성요소들의 유병위험도 줄

이는 것으로 보여진다.

금연자의 과거 흡연 개비수와 대사증후군의 유병률 및 

구성요소별 관련성을 보면, 보정 전의 crude 값에서는 대사

증후군을 비롯해, 고혈압을 제외한 모든 구성요소에서 개

비수가 증가할수록 유병률의 오즈비가 증가하였으나, 연

령, BMI로 보정한 결과에서는, 고혈압을 제외하고, 모든 구

성요소 및 대사증후군에서 유병률과의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았고, 고혈압의 경우는 10-20개비 미만 1.04(0.81-1.33), 

20-30개비 미만 1.05(0.81-1.34), 30개비 이상 1.33(0.9-1.97)

로 10개비 이상의 과거흡연자에서 개비수가 증가할수록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거흡연자의 

흡연개비수가 증가할수록 고혈압 유병률이 증가하는 지를 

본 trend 분석 결과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Table 3>. 특이

한 점은 성별, 교육, 음주여부로 보정한 결과에서, 흡연자

보다는 적은 오즈값이지만, 30개피 이상의 과거흡연자에서

는 대사증후군1.64(0.95-2.84), 복부비만 2.10(1.41-3.13), 고

중성지방혈증 1.41(0.96-2.08), 고혈압 1.71(1.17-2.51), 높은 

공복 시 혈당 1.39(0.93-2.08)으로, 저 HDL-C를 뺀 모든 구

성요소와 대사증후군의 오즈비가 금연에도 불구하고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금연자의 금연기간과 대사증후군 및 구성요소 유병률에 

대한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대사증후군은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으나, 구성요소에서는 연령, BMI를 보정

한 후의 값이 고중성지방혈증에서 흡연자 2.16(1.76-2.65), 

5년 미만 1.71(1.28-2.28), 5-15년 1.22(0.92-1.62), 15년 이상 

0.94(0.71-1.25), 저 HDL에서 흡연자 1.54(1.19-2.00) 5년 

미만 1.13(0.75-1.68), 5-15년 0.90(0.62-1.31), 15년 이상 

0.87(0.58-1.31)로, 금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고중성지방혈증, 

저 HDL-C 유병률 오즈비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성별, 교육, 음주여부로 보정한 결과에서도 고중성지

방혈증 흡연자 1.99(1.65-2.41), 5년 미만 1.62(1.22-2.14), 

5-15년 1.29(0.98-1.70), 15년 이상 0.9(0.68-1.19)로, 저 HDL

에서 흡연자 1.63(1.25-2.11), 5년 미만 1.16(0.78-1.73), 5-15

년 0.97(0.66-1.42), 15년 이상 0.87(0.57-1.32)로 같은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금연기간에 비례해서 값이 감소하는 

양상을 trend 분석한 결과에서는 crude값에서는 고중성지방

혈증이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보정한 값에서는 유

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Table 3>. 또한 이 결과를 통

해 고중성지방혈증의 경우, 과거흡연자의 금연기간이 15년 

이상이 될 경우, 비흡연자와 거의 비슷한 오즈비에 도달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저 HDL-C의 경우는 금연기간

이 5-15년인 경우에 비흡연자와 비슷한 오즈비에 도달한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흡연의 대사증후군 구성요소에 

대한 유해적인 영향은 흡연자에 비해 오즈값은 감소하였

으나, 금연 후에도 당분간 지속되며, 고중성지방의 경우, 

15년 이상, 저 HDL-C의 경우는 5-15년이 지나야 비흡연자

와 동일한 상태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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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MS High WC High TG Low HDL-C High BP High FPG

Cigarette smoking status

Crude

Non-smoker 1,103 1.00 1.00 1.00 1.00 1.00 1.00

Current smoker 1,722 1.56(1.18-2.07) 1.28(1.03-1.60) 2.20(1.81-2.67) 1.61(1.25-2.08) 1.23(1.03-1.47) 1.59(1.32-1.92)

Ex-smoker 1,583 1.64(1.25-2.16) 1.35(1.09-1.67) 1.67(1.37-2.03) 1.27(.97-1.65) 2.06(1.72-2.45) 1.99(1.65-2.40)

Adjusted(Model1)
†

    

Non-smoker 1,103 1.00 1.00 1.00 1.00 1.00 1.00

Current smoker 1,722 1.68(1.22-2.31) 1.36(.98-1.88) 2.17(1.77-2.66) 1.55(1.19-2.01) 1.06(.87-1.29) 1.40(1.15-1.72)

Ex-smoker 1,583 1.04(.74-1.46) 1.07(.78-1.48) 1.27(1.02-1.59) .96(.72-1.27) 1.15(.94-1.40) 1.06(.85-1.13)

Adjusted(Model2)
†

Non-smoker 1,103 1.00 1.00 1.00 1.00 1.00 1.00

Current smoker 1,722 1.64(1.20-2.25) 1.38(.98-1.93) 2.11(1.72-2.58) 1.67(1.27-2.19) .99(.81-1.21) 1.38(1.11-1.71)

Ex-smoker 1,583 1.03(.74-1.45) 1.07(.77-1.49) 1.25(1.00-1.55) 1.02(.76-1.35) 1.11(.90-1.37) 1.04(.83-1.30)

Daily cigarette consumption

Crude

Non-smoker 1,103 1.00 1.00 1.00 1.00 1.00 1.00

Current smoker 1,722 1.56(1.18-2.07) 1.28(1.03-1.60) 2.20(1.81-2.67) 1.61(1.25-2.08) 1.23(1.03-1.47) 1.59(1.32-1.92)

Ex-sm (<10 cigarettes/day) 254 1.49(.93-2.39) 1.02(.69-1.50) 1.36(.97-1.93) 1.11(.68-1.81) 2.25(1.62-3.13) 1.44(1.04-2.00)

Ex-sm (10-19 cigarettes/day) 491 1.36(.93-1.99) 1.11(.82-1.50) 1.57(1.21-2.03) 1.19(.83-1.70) 1.53(1.22-1.93) 1.38(1.07-1.78)

Ex-sm (20-29 cigarettes/day) 630 1.62(1.13-2.32) 1.47(1.11-1.94) 1.80(1.39-2.33) 1.44(1.01-2.05) 2.16(1.71-2.72) 2.70(2.10-3.47)

Ex-sm (≥30 cigarettes/day) 208 3.19(1.89-5.38) 2.31(1.59-3.37) 2.00(1.37-2.92) 1.22(.76-1.96) 3.54(2.47-5.08) 3.09(2.16-4.41)

P value for trend .0004  .0005 .0005  .3513  <.0001 <.0001 

Adjusted(Model1)
† 　

Non-smoker 1,103 1.00 1.00 1.00 1.00 1.00 1.00

Current smoker 1,722 1.68(1.22-2.31) 1.36(.98-1.88) 2.17(1.77-2.66) 1.55(1.19-2.01) 1.06(0.87-1.29) 1.41(1.15-1.72)

Ex-sm (<10 cigarettes/day) 254 1.19(.69-2.06) 1.07(.63-1.82) 1.22(.84-1.78) .92(.54-1.59) 1.61(1.09-2.38) .91(.61-1.36)

Ex-sm (10-19 cigarettes/day) 491 1.05(.67-1.66) .97(.63-1.49) 1.36(1.03-1.80) 1.01(.70-1.45) 1.04(.81-1.33) .88(.66-1.17)

Ex-sm (20-29 cigarettes/day) 630 .92(.60-1.41) 1.18(.77-1.79) 1.28(.97-1.68) 1.03(.70-1.50) 1.05(.81-1.34) 1.29(.97-1.71)

Ex-sm (≥30 cigarettes/day) 208 1.25(.64-2.43) 1.06(.62-1.79) 1.10(.72-1.67) .69(.43-1.12) 1.33(.90-1.97) 1.12(.75-1.65)

P value for trend .3108 .8903 .6803 .0995 .3402 .9417

Adjusted(Model2)
†

Non-smoker 1,103 1.00 1.00 1.00 1.00 1.00 1.00

Current smoker 1,722 1.41(1.08-1.84) 1.27(1.02-1.59) 2.01(1.66-2.43) 1.63(1.26-2.11) 1.01(.84-1.22) 1.36(1.11-1.67) 

Ex-sm (<10 cigarettes/day) 254 .98(.59-1.64) .96(.65-1.42) 1.11(.77-1.60) .94(.55-1.60) 1.44(.99-2.10) .89(.60-1.33) 

Ex-sm (10-19 cigarettes/day) 491 .95(.65-1.39) .99(.73-1.35) 1.27(.97-1.65) 1.01(.7-1.46)  1.01(.79-1.28)  .85(.64-1.12)

Ex-sm (20-29 cigarettes/day) 630 .90(.62-1.31) 1.24(.93-1.66) 1.30(.99-1.71) 1.07(.73-1.56) 1.06(.83-1.36) 1.30(.97-1.74) 

Ex-sm (≥30 cigarettes/day) 208 1.64(.95-2.84) 2.10(1.41-3.13) 1.41(.96-2.08) .83(.50-1.36) 1.71(1.17-2.51) 1.39(.93-2.08) 

P value for trend .5801 .0537 .7555 .1833 .0783 .6224

<Table 3> Crude and adjusted odds ratios of the components of metabolic syndrome according to smoking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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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MS High WC High TG Low HDL-C High BP High FPG

Years since cessation of smoking 　 　 　

Crude

Non-smoker 1,103 1.00 1.00 1.00 1.00 1.00 1.00

Current smoker 1,722 1.56(1.18-2.07) 1.28(1.03-1.60) 2.20(1.81-2.67) 1.61(1.25-2.08) 1.23(1.03-1.47) 1.59(1.32-1.92)

Ex-sm (<5 years) 396 1.12(.76-1.65) 1.07(.79-1.45) 1.80(1.37-2.37) 1.22(.82-1.81) 1.28(.99-1.67) 1.32(.99-1.77)

Ex-sm (5-15 years) 573 1.63(1.13-2.35) 1.67(1.26-2.22) 1.73(1.33-2.25) 1.21(.84-1.74) 2.29(1.81-2.90) 2.29(1.77-2.96)

Ex-sm (≥15 years) 614 2.29(1.57-3.35) 1.27(0.97-1.67) 1.47(1.14-1.90) 1.39(.96-2.02) 2.80(2.24-3.49) 2.44(1.92-3.09)

P value for trend <.0001 .0054 .0032 .2984 <.0001 <.0001

Adjusted(Model1)
†

　

Non-smoker 1,103 1.00 1.00 1.00 1.00 1.00 1.00

Current smoker 1,722 1.68(1.22-2.31) 1.36(.98-1.88) 2.16(1.76-2.65) 1.54(1.19-2.00) 1.06(.87-1.29) 1.40(1.14-1.72)

Ex-sm (<5 years) 396 .96(.59-1.57) .97(.62-1.53) 1.71(1.28-2.28) 1.13(.75-1.68) 1.04(.79-1.38) 1.06(.76-1.46)

Ex-sm (5-15 years) 573 1.05(.70-1.58) 1.15(.75-1.76) 1.22(.92-1.62) .90(.62-1.31) 1.27(.99-1.63) 1.22(.91-1.62)

Ex-sm (≥15 years) 614 1.11(.70-1.76) 1.07(.71-1.60) .94(.71-1.25) .87(.58-1.31) 1.11(.86-1.43) .87(.67-1.13)

P value for trend .6364 .9814 .3103 .1109 .1511 .3177

Adjusted(Model2)
†

Non-smoker 1,103 1.00 1.00 1.00 1.00 1.00 1.00

Current smoker 1,722 1.41(1.08-1.84) 1.27(1.02-1.58) 1.99(1.65-2.41) 1.63(1.25-2.11) 1.01(.84-1.22) 1.36(1.11-1.67)

Ex-sm (<5 years) 396 .93(.63-1.39) 1.01(.74-1.39) 1.62(1.22-2.14) 1.16(.78-1.73) 1.04(.79-1.38) 1.06(.77-1.48)

Ex-sm (5-15 years) 573 1.05(.72-1.53) 1.46(1.08-1.96) 1.29(.98-1.70) .97(.66-1.42) 1.33(1.04-1.71) 1.26(.94-1.69)

Ex-sm (≥15 years) 614 1.01(.67-1.53) 1.04(.78-1.38) .90(0.68-1.19) .87(.57-1.32) 1.07(.83-1.38) .87(.67-1.13)

P value for trend .4896 .3200 .4063 .1365 .0960 .4711

*
 : Data are presented as unweighted number. 

†
: Model 1; adjusted by age, body mass index; Model2; adjusted by age, education, alcohol intake

MS: Metabolic syndrome; WC: waist circumference; TG: triglyceride;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BP: blood pressure; FPG: fasting 

plasma glucose; Ex-sm: ex-smoker.

Ⅳ. 논의

본 연구에서 대사증후군 유병률 오즈비가 흡연자에 비

해 과거흡연자에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Zhu의 

중국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Zhu, Zhang, & Hou, 2011)와 

동일한 결과이다. 또한 구성요소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고혈압을 제외한, 모든 구성요소에서 흡연자에 비해 과거

흡연자의 유병률 오즈비가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데, 이는 Zhu (2011)의 연구에서 저 HDL-C에서만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또한 Chen (2008)

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흡연자보다 과거흡연자가 대사증후군 오즈비가 감소하였

고, 특히 대사증후군과 고중성지방혈증, 저 HDL-C가 과거

흡연자에 비해 현재 흡연량이 20개비 이상의 흡연자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en, Li, & 

Chang, 2008).

몇몇 단면 연구들에 따르면 흡연과 저 HDL-C는 관련성

이 있으며(Jansen et al., 1995), 금연은 HDL-C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Maeda, Noguchi, & Fukui, 2003)고 기술하였다. 

비록 흡연과 저 HDL-C와의 관련성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한 연구에 따르면, 흡연이 catecholamine의 분비

를 촉진시키고, free fatty acid를 증가시키며, 이는 Very Low 

Density Lipoprotein-C(VLDL-C)와 LDL-C를 증가시키고, 동

시에 HDL-C를 감소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Chelland, Moffatt, 

& Stamford, 2008). Noh (2012)는 금연이 HDL-C를 증가시

키며, 만약 BMI 감소와 금연이 함께 이뤄진다면, 심혈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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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의 위험은 혈중 HDL-C의 증가에 비례해서 감소될 것

이라고 하였다. 이는 흡연이 장, 단기적으로 심혈관계 효과

를 가지고 있으며, 금연 이후에 이러한 효과들은 바로 원래

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Johnson et al., 2010; Celermajer 

et al., 1993)는 주장을 뒷받침 해주는 근거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과거흡연자의 금연기간과 대사증후군 구성

요소와의 관련성에서는 고중성지방혈증, 저 HDL-C에서 금

연기간이 길어질수록 오즈비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trend분석 결과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고중성지방혈증의 경우, 과거흡연자의 금연기간이 15

년 이상이 될 경우, 비흡연자와 거의 비슷한 오즈비에 도달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저 HDL-C의 경우는 금연기

간이 5-15년인 경우에 비흡연자와 비슷한 오즈비에 도달한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금연과 lipid, lipoprotein profile과의 

관련성에 대한 메타 분석연구(Kenji, Yoshinori, & Tsuguya, 

2003)에서 보면, 금연은 혈중 HDL-C를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증가시켰으나, 총콜레스테롤, LDL-C, 중성지방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았다. Prabhat (2013)에 따

르면, 25-34세에 금연한 경우는 기대수명이 10년 증가하며, 

35-44세는 9년, 45-54세는 6년의 기대수명이 증가한다고 보

고하고 있다. 금연의 이와 같은 이점은 폐암을 비롯한 각종 

암과 심혈관계질환에 대한 질병률과 사망률의 감소에 의한 

것이다. 금연의 심혈관계에 대한 좋은 영향은 endothelial

(혈관 내막) effect와 lipoprotein을 통해 이뤄진다(Noh, 2012; 

Celermajer et al., 1993). Tamura(2010)는 심혈관계에 대한 

금연의 긍정적인 효과는 금연 후 체중 증가가 있더라도, 흡

연자에 비해서 금연자는 HDL-C 수치의 증가와 더불어 심

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24% 감소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Tamura et al., 2010).

본 연구의 과거흡연 개비수와 대사증후군 및 구성요소와의 

관련성을 본 결과에서 성별, 교육, 음주여부로 보정한 결과, 

흡연자보다는 적은 오즈 값이지만, 30개비 이상의 과거흡연자

에서는 대사증후군1.64(0.95-2.84), 복부비만 2.10(1.41-3.13), 

고중성지방혈증 1.41(0.96-2.08), 고혈압 1.71(1.17-2.51), 높

은 공복 시 혈당 1.39(0.93-2.08)으로, 저 HDL-C를 뺀 모든 

구성요소와 대사증후군의 오즈비가 금연에도 불구하고 통

계적으로 의미 있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금연

을 시행할지라도, 금연의 건강이득 효과는 흡연 개비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비록 본 연구에서는 흡연기간과 흡

연개비를 함께 반영한 연구 결과는 도출하지 못하였으나, 

Amiya (2015)의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노인에서 15년 이상 

금연한 경우, 심부전과 사망률의 위험이 비흡연자와 동일

하였고, 과거 흡연자를 pack-years로 층화했을 때, 이 이득

은 32개비 이하의 경도, 중등도의 과거 흡연자에서 관찰되

었다. 32개비 이상의 과거 흡연자는 15년 이상의 금연에도 

불구하고, 비흡연자에 비해 심부전 발생위험 45%, 급성심근

경색 위험 65%, 모든 원인의 사망률의 38%가 증가하였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흡연과 대사증후군, 심혈관질

환, 사망률 등 간의 용량-비례적인 관계는 여러 문헌을 통

해서 확인 할 수 있다(Gossett, Johnson, Piper, Fiore, Baker, 

& Stein, 2009; Teo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과거흡연자

의 흡연 개비수와 대사증후군의 유병률 오즈비와의 관련

성은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런 결과 

차이의 이유는 대부분의 흡연 개비수와 대사증후군 유병률

과의 관련성을 보는 연구들(Zhu, 2011; Yumiko, Masakazu, 

& Akihiko, 2010; Takashi, Mitsuyoshi, & Tsutomu, 2007)은 

흡연자의 흡연 개비수를 이용해 결과를 낸 연구가 대부분

인데 반해, 본 연구는 과거흡연자의 흡연 개비수를 분석하

여 결과를 산출하였기 때문에 결과가 달랐을 수 있다고 생

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금연과 대사증후군 및 구성요소의 유병

률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금연의 대사증후군에 대한 건강 유

익효과를 확인하였고, 고혈압을 제외한 구성요소에서도 긍

정적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기존에 대사증후

군을 이미 진단받은 대상자이거나, 아직 진단은 받지 않았

으나, 구성 요소의 하나를 진단받은 대상자를 위한 금연 교

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효과적인 금연 관리 프로그램

의 개발이 요원하다고 본다. 또한 진료실에서 현재 수행되

고 있는 혈당, 고지혈증, 복부비만의 관리와 동시에 금연에 

대한 관리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국민건

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한 단면 

연구이기 때문에 인과관계(causal relationship)를 평가할 

수 없고, 둘째,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6기 1,2차 자료는 금연

기간에 대한 자료가 최초로 포함된 조사이며, 이 자료는 2

년간의 결과만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대상자수가 다른 

국민건강영양조사 활용 연구에 비해 적었다. 따라서 상대

적으로 적은 표본 집단이라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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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으로, 금연에 대한 자료가 설문지를 통해서만 얻은 자료

여서, 금연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오분류 바이어스(misclassification bias)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Kang (2015)에 따르면, urinary cotinine 

verified smoking status와 대사증후군과의 관련성을 본 연구

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의 smoking status 설문 조사의 타당

성(validity)은 남성의 경우, 카파(kappa)값이 0.87(0.86-0.89), 

민감도 88.6(87.3-89.8), 특이도 98.3(97.7-98.7)으로 나타났

다(Kang & Song, 2015). 이를 반영한다면, 남성만을 대상으

로 한 본 연구에서는 오분류 바이어스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금연과 대사증

후군과의 관련성을 대규모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본 국내 

최초의 연구이며,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과거 흡연량과 

흡연기간을 활용한 첫 연구이다. 따라서 한국인을 대표하

는 표본 집단을 사용한 점과 높은 참여율이라는 강점을 가

지고 있다. 또한 이 결과를 바탕으로 금연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2013년-2014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

용하여, 한국 남성의 금연과 대사증후군 및 각 요소 간에 관

련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한국 남성에서의 금연은 대사증

후군 유병률에 대한 오즈비를 감소시켰고, 고혈압을 제외한 

대사증후군 모든 구성요소들의 오즈비도 감소시켰다. 금연 

기간과의 관련성에서는 고중성지방혈증의 경우, 금연기간

이 15년 이상이 될 경우, 비흡연자와 비슷한 오즈비에 도달

하였고, 저 HDL-C는 금연기간이 5-15년인 경우에 비흡연자

와 비슷한 오즈비에 도달하였다. 즉 금연은 대사증후군과 

구성요소에 대한 건강 유익 효과가 있으며, 비록 금연을 시

작했을지라도 고중성지방혈증의 경우, 15년 이상, 저 

HDL-C는 5-15년이 지속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금연에 대한 중요성과 흡연의 유해

성에 대한 자료가 한층 보강되어졌다고 생각한다. 이를 근

거로 금연을 통한 대사증후군과 구성요소에 대한 건강의 

이득 효과에 대해 대국민 건강교육을 강화시키고, 이미 대

사증후군의 구성요소를 한 가지라도 진단받은 이들을 대

상으로 한 금연 교육에도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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