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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한국 성인 남성에서 흡연 상태와 인슐린 
저항성과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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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Several studies have suggested that smoking may cause insulin resistance. However, the association between 

smoking and insulin resistance is still controversia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smoking status and insulin resistance in Korean nondiabetic male population.

Methods: A total of 5,969 men, aged > 20 years were recruited from those who visited the Health Promotion Center, 

Samsung Medical Center between 2005 and 2006. All subjects we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on-smokers (n = 2,594), 

ex-smokers (n = 1,580), and current-smokers (n = 1,795). Fasting values for glucose and insulin were used to estimate 

insulin resistance by HOMA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An independent association between smoking status and 

HOMA-IR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 was assessed after adjustment for factors infl uencing 

insulin sensitivity such as age, exercise, alcohol, body mass index, abdominal circumference, and blood pressure.

Results: HOMA-IR was signifi cantly higher in ex-smokers and current-smokers than in non-smokers (2.09 ± 0.94 vs. 2.04 

± 0.90, 1.96 ± 0.86, P < 0.01, respectively). After adjustment for factors potentially affecting insulin sensitivity (age, alcohol 

intake, exercise, BMI, body fat, abdominal circumference, and blood pressure), the association persisted for ex-smokers (P 

= 0.008). And HOMA-IR was signifi cantly higher in ≥ 40 pack-years smokers than in non-smokers

Conclusion: Based on HOMA-IR, previous-smoking and chronic smoking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insulin 

resistance in apparently healthy Korean nondiabetic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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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흡연은 동맥경화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이며, 흡연량

과 심혈관 질환의 사망률 및 이환율간에는 용량 반응관계가 

성립한다.1) 인슐린 저항성은 일련의 대사장애(낮은 HDL, 높

은 TG, 내당능장애, 고혈압)와 연관되어 허혈성 심질환의 위

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며,2)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비만한 사람

에서 제 2형 당뇨병 및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성이 더 증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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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여진다.3)

인슐린 저항성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소개

되고 있는데, 적은 수의 연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리학

적 연구에는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정확한 인슐린 저항성 측

정방법인 정상 혈당 클램프 검사가 유용하지만 큰 역학적 연

구에는 HOMA (homeostasis  model assessment)법이 더 적절하

다.4)

HOMA법은 공복시의 인슐린 및 포도당의 농도를 고려하

여 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베타 세포의 인슐린 분비능을 추정

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낮은 재현성을 보이지만 정상 혈당 클

램프 검사와 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5)

흡연과 인슐린 저항성의 관계에 대해 그 동안 많은 연구

가 시행되었는데, 많은 전향적 연구6-8)에서 흡연이 당뇨병 발

생의 위험인자임과 동시에 흡연량이 증가할수록 당뇨병 발생 

위험이 커지는 용량-반응 관계가 성립함을 보여주었다.6,7) 하

지만 다른 단면 연구9,10)들에서는 흡연과 인슐린 저항성과 관

계가 없음을 보고하는 등 아직까지 흡연과 제 2형 당뇨병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더욱이 국

내에서 흡연과 인슐린 저항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건강검진 센터를 방문한 건강한 한국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하여 흡연상태에 따른 인슐린 저항성과 연

관성을 HOMA법을 이용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1. 대상, 정의 및 분류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건강 진단을 위해 2년

간 삼성서울병원 건강의학센터를 방문하여 일반적 특성 및 

건강 행태에 대한 건진 설문지를 작성한 성인 남성을 대상으

로 하였다. 설문지 작성자 22,167명 중 본 연구에 필요한 흡연

력 등을 포함한 여러 건강 행위 및 행태에 대해 기재하지 않거

나 내용이 애매한 사람은 제외하였으며, 검사실 항목 중에서

는 인슐린 저항성 항목(공복인슐린, 공복혈당) 및 인슐린 저

항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체질량지수, 복부 둘레, 체지

방,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지질항목)에 대해 검사 받은 사

람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인슐린 민감도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당뇨 및 고혈압 약제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당뇨

병, 고혈압의 과거력이 있거나 당뇨약 및 고혈압 약을 복용중

인 사람, 공복고혈당(≥ 126 mg/dL), 고혈압(≥ 140/90 mmHg)

인 사람을 제외하여 5,96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흡연 습관은 세 항목으로 나누어서 현재흡연자는 연구 이

전 최소 1년 이상 담배를 피운 사람, 과거흡연자는 최소 1년 이

상 담배를 피웠지만 지난 1년간 담배를 피우지 않은 사람, 비

흡연자는 한번도 담배를 피운적이 없는 사람으로 분류하였

다. 장기 흡연의 기준은 20년11)을 기준으로 하였고 누적 흡연

량은 하루 흡연 갑수와 흡연 연수를 곱한 값(갑년)으로 정의

하여 20갑년 이상 30갑년 미만군, 30갑년 이상 40갑년 미만군, 

40갑년 이상군으로 구분하였다.

운동 정도에 대해서 규칙적 운동군의 비율을 구하여 적용

하였고, 주 3회 이상 운동한 사람을 규칙적 운동군, 알코올 섭

취에 대해서는 주 3회 이상 음주한 사람을 과음군으로 정의하

여 과음군의 비율을 구하였다. 

2. 신체계측 및 혈액검사 
체질량 지수는 키와 체중을 계산(kg/m2)하여 산출하였

다. 혈액은 12시간 공복 후 검사 당일 오전 7 - 9시 사이에 상

완의 정맥에서 채취하였다. 공복혈당은 헥소카이네즈법으

로 측정하였으며, 공복 인슐린 농도는 면역방사계측 측정법

(immunoradiometric assay, Biosource, Belgium)으로 측정하였으

며 변이계수는 Intra assay (C.V) 1.6 %, Inter assay (C.V) 6.1%였다.

인슐린 저항성의 평가는 Matt hews 등5)의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HOMA-IR) 를 사용하여 HOMA-IR=[공복인슐린

(μU/mL)×공복혈당(mg/dL)/405], HOMA βcell=20×공복인슐

린(μU/mL)/[공복혈당(mg/dL)/18-3.5]으로 계산하였다.

3. 통계분석
통계 분석은 SPSS ver. 13.0을 이용하였고 통계수치는 평균 

±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각 군간에 연속 변수의 비교는 일원

분산분석 및 사후검정을 이용하였고, 범주형 변수의 비교는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하였다. 흡연 여부와 인슐린 저항성의 

관계를 구하기 위해서 공분산분석(analysis of covariance)을 사

용하여 인슐린 저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보정하

였다. HOMA-IR값은 왜도가 심하여 자연로그로 치환하였다.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

결과

1. 대상 인구의 흡연 유무에 따른 임상적 특성
총 대상자는 5,969명이었고 이 중 현재흡연자는 1,795명, 

과거흡연자는 1,580명, 비흡연자는 2,594명이었다. 현재흡연

자의 연령이 가장 어렸으며, 규칙적 운동군의 비율이 현재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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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자에서 가장 낮았다(비흡연자 45%, 현재흡연자 27.7%). 과

음군의 비율은 현재흡연자에서 높았으며(비흡연자 16.5%, 현

재흡연자 28.2%), 과거흡연자의 과음군의 비율(23%)도 비흡

연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P<0.001) (표 1).

Table 1. Descriptiv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smoking status.

Characteristic Never-smoker Former-smoker Current-smoker
P-value

N 2,594 1,580 1,795

Age (y) 51.2 ± 8.9 51.1 ± 7.8 46.8 ± 7.8‡ < 0.001∥

College graduation (%) 74.5   74.2 72.3  0.32§

Income ≥ 4 million won (%) 71.6     75.7* 71.7     0.015§ 

Alcohol ≥ 3 times/wk (%) 16.5 23‡  28.2‡ < 0.001§

Exercise ≥ 3 times/wk (%) 45.0   45.3  27.7‡ < 0.001§

Cigarettes/d - 17.3 ± 9.0 19.2 ± 8.8 -

Smoking time (y) - 19.0 ± 9.1  25.7 ±  8.1 -

Pack year of smoking -    18.1 ± 14.9    25.2 ± 13.8 -

Data are means ± SD or proportions.
*P < 0.05 , †P < 0.01, ‡P < 0.001, former or current-smoker vs. never-smoker, §Analysed by chi-square analysis, ∥Analysed by 
one-way ANOVA.

Table 2. Clin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ccording to smoking status.

Characteristics Never-smoker Former-smoker Current-smoker
P-value

N 2,594 1,580 1,795

Weight (kg)   69.9 ± 8.4   71.0 ± 8.5‡   71.5 ± 9.1‡ < 0.001∥

Height (cm) 170.3 ± 5.7 7 0.7 ± 5.7 171.2 ± 5.6‡ < 0.001∥

BMI (kg/m2)   24.1 ± 2.4   24.4 ± 2.4†   24.3 ± 2.6† < 0.001∥

AC (cm)   85.5 ± 6.8   86.4 ± 6.9†   86.3 ± 7.0† < 0.001∥

Body fat (%)   20.0 ± 4.4  20.2 ± 4.3  19.8 ± 4.4    0.059∥

Total cholesterol (mg/dL)   187.6 ± 32.1   190.6 ± 31.5†   194.1 ± 29.8‡ < 0.001∥

Triglyceride (mg/dL)   125.8 ± 70.8   139.7 ± 77.0‡       166.6 ± 0.94.9‡ < 0.001∥

HDL cholesterol (mg/dL)     54.5 ± 12.2    54.0 ± 12.3      51.1 ± 11.7‡ < 0.001∥

LDL cholesterol (mg/dL)  125.7 ± 27.4   129.0 ± 28.8†    130.7 ± 30.5‡ < 0.001∥

FBS (mg/dL)  89.1 ± 9.2   89.9 ± 9.6*     88.4 ± 10.0 < 0.001∥

Insulin (IU/mL)    8.8 ± 3.6     9.3 ± 3.9‡       9.3 ± 3.8‡ < 0.001∥

Systolic BP (mmHg)  111.7 ± 12.1 111.3 ± 12.2     109.7 ± 12.4‡ < 0.001∥

Diastolic BP (mmHg)  69.3 ± 8.2 69.1 ± 8.3     68.2 ± 8.6‡ < 0.001∥

HOMA insulin resistance    1.96 ± 0.86     2.09 ± 0.94‡        2.04 ± 0.90† < 0.001∥

HOMA β-cell function    135.1 ± 201.2 142.5 ± 87.4      149.3 ±135.4‡    0.014∥

Data are means ± SD or proportions.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LDL: low density lipoprotein, FBS: fasting blood sugar, AC: abdominal circumference.
*P <  0.05 , †P < 0.01, ‡P < 0.001, former or current-smoker vs. never-smoker, §analysed by chi-square analysis, ∥analysed by 
one-way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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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질량 지수와 복부둘레에 있어 비흡연자에 비해 현재

흡연자 및 과거흡연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

며(P< 0.01), 현재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낮은 HDL, 높

은 TG, 높은 LDL수치를 나타내었다(P<0.001). HOMA-IR값

은 과거흡연자(2.09±0.94) 및 현재흡연자(2.04±0.90)가 비

흡연자(1.96± 0.86)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값

을 나타냈으며(각각, P<0.001, P<0.01), HOMA β-cell 값은 현

재흡연자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P = 0.014)(표 2).

2. 흡연 상태에 따른 HOMA값
흡연 상태와 HOMA값의 독립적인 연관성을 보기 위해 

인슐린 저항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나이, 운동 정도, 

알코올 섭취, 체질량지수, 복부 둘레, 체지방, 수축기 혈압, 이

완기 혈압)에 대해 보정을 시행하였다. 이 모든 값을 차례대

로 보정한 후에도 과거흡연자에서 비흡연자에 비해 유의하

게 HOMA-IR값이 높았다. 현재 흡연자는 보정 전에는 비흡연

Table 3. Mean levels of HOMA-IR* by smoking status, 

adjusting for factors infl uencing insulin sensitivity.

Adjustment
Never-
smoker

Former-
smoker

Current-
smoker

None
1.96

2.09 
(P < 0.001†)

2.04
(P = 0.008†)

Age, exercise, alcohol
1.95

2.09 
(P = 0.001†)

1.99

Age, exercise, alcohol,  
  BMI, body fat (%),
  abdominal 
  circumference

1.93
2.05

(P = 0.01†)
1.99

Age, exercise, alcohol, 
BMI, body fat (%), 
  abdominal 
  circumference  
  systolic BP, 
  diastolic BP

1.93
2.04

(P = 0.007†)
1.99

*Analyzed by ANCOVA (Analysis of covariance), †relative to 
nonsmoker.

Table 4. Mean levels of HOMA-IR* by pack-years, adjusting 

for factors infl uencing insulin sensitivity.

Unadjusted Adjusted *
Pack years

HOMA-IR P-value† HOMA-IR* P-value†

Never-
  smoker

1.96 - 1.93 -

20-29 PYS 2.05 0.119 2.02 1.000

30-39 PYS 2.02 1.000 1.93 1.000

≥ 40 PYS 2.23 0.015 2.08 0.024

*Adjusted for age, alcohol consumption, exercise, BMI,  
body fat, abdominal circumference, systolic BP, diastolic BP, 
analyzed by ANCOVA (analysis of covariance), †relative to 
never smoker.
PYS: Pack years.

Table 5. Mean levels of HOMA-IR* by pack-years, adjusting for factors infl uencing insulin sensitivity.

Pack years
Unadjusted Adjusted*

HOMA-IR P-value† HOMA-IR* P-value†

Never-smoker 1.96 - 1.93 -

Current smoker

   20-29 PYS 2.03 0.761 2.02 1.000

   30-39 PYS 2.00 1.000 1.96 1.000

   ≥ 40 PYS 2.17 0.015 2.02 1.000

Former-smoker

   20-29 PYS 2.07 0.264 2.11 1.000

   30-39 PYS 2.08 1.000 2.00 1.000

   ≥ 40 PYS 2.38 0.001 2.24 0.019

*Adjusted for age, alcohol consumption, exercise, BMI, body fat, abdominal circumference, systolic BP, diastolic BP, 
analyzed by ANCOVA (analysis of covariance), †relative to never smoker.
PYS: Pack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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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비해 HOMA-IR값이 유의하게 높았으나(2.04 vs. 1.96, P = 

0.008), 보정 후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졌다 (표 3).

3. 장기 흡연자의 흡연 상태에 따른 HOMA값 
하루 한 갑 이상을 20년 이상 흡연한 자를 장기흡연자로 

정의하여, 장기 흡연자에서의 누적흡연량에 따른 HOMA-IR

값을 비교해 보았다. 4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갖고 있는 군에

서만 비흡연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HOMA-IR값을 나타내

었다(2.23 vs. 1.96, P = 0.015). 인슐린 저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보정한 후에도 40갑년 이상의 흡연자에서는 비

흡연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HOMA-IR값을 나

타내었다(P = 0.047) (표 4). 

그리고 장기 흡연자를 다시 현재흡연자 및 과거흡연자로 

세분하여 HOMA-IR값을 비교하였는데, 과거흡연자 중 40갑

년 이상의 군에서 가장 높은 HOMA-IR값을 나타내었다. 현재

흡연자 중 40갑년 이상의 군은 인슐린 저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보정한 후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졌다(표 5).

고찰

흡연은 TG를 높이고 HDL을 감소시키고, 이 변화는 관상

동맥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이차적으로 인슐린 

매개에 의한 혈당 흡수에 저항성을 가져오거나 고인슐린혈증

을 야기한다고 한다.12-14) 본 연구 결과 흡연은 이러한 이상지혈

증을 야기시키지만 흡연과 고인슐린혈증 및 HOMA-IR에 의

해 측정된 인슐린 저항성과 명확한 관계를 보이지는 않았다.

인슐린 저항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보정하였

을 때 과거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았

고, 현재흡연자는 인슐린 저항성과 연관이 없는 결과를 가져

왔다. 흡연과 인슐린 저항성과 연관이 없다고 밝힌 소수의 다

른 연구9,10)도 있었다. 하지만 대다수의 연구6,7,15-17)들에서 제시

한, 현재흡연자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가장 높을 것이라는 애

초의 가설과는 다른 결과였다. 

이러한 다른 결과를 보인 것에 대해 인슐린 저항성을 나타

내는 HOMA-IR의 타당도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정상혈당

클램프법으로 측정한 포도당이용률과 HOMA-IR과의 상관관

계 및 일치도에 대한 국내의 한 연구에 따르면 공복 혈당이 높

고 공복 인슐린 농도가 낮으며 HOMA βcell function이 낮은 군

에서 인슐린저항성에 대한 HOMA-IR의 타당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18) 제한점을 가진다고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

서는 β세포의 인슐린 분비능 저하가 현저하지 않은 정상 성인

을 대상으로 시행하였기 때문에 HOMA-IR의 타당도의 편차

는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선택편견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흡

연자들은 비흡연자에 비해 체질량지수가 낮기 때문에14,15,17,19) 

체질량지수가 교정되면 현재흡연자가 과거흡연자나 비흡연

자에 비해 인슐린 저항성이 높게 측정17)되었다. 하지만 이 연

구는 건진 센터를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른 연구들과는 달리 현재흡연자의 체질량지수가 가장 높았

으며, 그로 인해 현재흡연자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지 않았

을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당뇨의 위험도를 높

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금연이 당뇨병의 교정 가능한 인

자라고 제시7)하고 있는 전향적인 연구가 있었다. 또한 40명의 

비만하지 않은 건강한 흡연자를 대상으로 8주간 추적한 연구

에서 금연할 경우 몸무게 및 체지방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

고 인슐린 민감도가 의미 있게 증가하였음20)을 보여준 연구도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는 하루 한 갑 이상

을 20년 넘게 흡연한 만성흡연자를 대상으로 만성흡연과 인

슐린 저항성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여

러 가지 요소를 보정한 후에도 40갑년 이상의 만성흡연자에

서 비흡연자에 비해 인슐린 저항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왔으

며, 만성흡연자를 현재흡연자와 과거흡연자로 세분하여 시행

한 분석에서는 금연한 과거흡연자가 현재흡연자보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게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금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만성 흡연이 

큰 혈관에 죽상경화를 야기시켰고 그로 인해 골격근으로의 

혈류량을 감소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21)시켰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앞의 두 연구7,20)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어느 

정도 이상 흡연을 한 만성흡연자의 경우 이미 큰 혈관의 변화

를 비가역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금연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지 못하며, 40갑년 이상의 장기흡연자의 경우 인슐린 저

항성에 있어 금연은 교정 가능한 인자가 아니었다고 제안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흡연은 

피하지방보다는 복부내의 지방을 축적시켜 허리-엉덩이 둘레

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을 야기한다22)고 하는

데, 이 연구에서는 지방의 분포를 평가할 수 없어 복부 둘레로 

대신함으로써 내장 지방량의 평가에 제한점을 가지고 있어 

내장지방과 인슐린 저항성과의 정확한 관계를 확인할 수 없

었다. 

그리고 단면 조사연구라는 점과 설문지에 의존하여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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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 및 과거 흡연자의 흡연상태를 평가함으로써 흡연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단점이 있으며 한국 성인 여성의 흡연

율이 6.7%정도23)로 낮아 세부적 분석을 시행하기에 부적절 하

다고 생각하여, 남성만을 대상으로 시행하였기 때문에 전체 

성인의 특성으로 보기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흡연상태와 인슐린 저항성과의 연관성

에 대해 HOMA법을 이용하여 비교적 많은 수의 건강한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의의를 가진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진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된 인자로서 음주, 운동 정도, 나

이, 체질량지수, 체지방, 복부둘레, 수축기 혈압 및 이완기 혈압 

등에 대해 보정하였고 장기간에 걸쳐 생기는 질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 흡연자에서 누적흡연량에 따른 인슐린 저항성

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보정한 결과 

과거 흡연자에서 비흡연자에 비해 유의하게 인슐린 저항성이 

높았으며 현재흡연자는 인슐린 저항성과 관계가 없었다. 그

리고 40갑년 이상의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

은 인슐린 저항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만성흡연은 높은 인

슐린 저항성을 야기시켜 당뇨병 발생의 위험을 높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흡연자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가장 높을 것이라는 

애초의 가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현재흡연자와 인슐린 

저항성과는 연관이 없었다. 하지만 이는 흡연과 인슐린 저항

성과는 연관이 없다는 기존의 다른 몇몇 연구와는 일치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렇듯 논란이 많은 흡연과 인슐린 저항성

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규모의 전향적 연구를 통한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약

연구배경: 흡연이 인슐린 저항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많은 연

구 결과들이 발표되었지만 그 연관성에 대해 논란이 많으며 

국내의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한국 성인 남성을 대

상으로 흡연 상태와 인슐린 저항성과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 삼성서울병원 

건강의학센터를 방문한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n=5,969)을 대

상으로 흡연 설문, 신체검진, 검사실 항목 등을 통해 시행되었

다. HOMA (homeostasis model assessment)법을 사용하여 흡연

과 인슐린 저항성과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았고, 인슐린 저

항성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요소에 대해 일반 선형 모델을 

통해 보정을 하였다.

결과: HOMA-IR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값은 과거흡연자 및 현재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2.09±0.94, 2.04±

0.90 vs. 1.96±0.86, 각각 P<0.01). 인슐린 저항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나이, 운동 정도, 알코올 섭취, 체질량지수, 복부 

둘레, 체지방,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에 대해 보정을 시행

한 결과 과거흡연자는 보정 후에도 유의하게 HOMA-IR 값이 

높았으며(P=0.008), 40갑년 이상의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HOMA-IR값을 나타내었다.

결론: 인슐린 민감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보정한 후에 

HOMA값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과거흡연 및 만성흡연은 

인슐린 저항성과 유의한 연관성을 가졌다.

중심단어: 흡연; 인슐린저항성; HOMA-IR; 누적흡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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