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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인에서 흡연과 우울증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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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ion between Smoking and Depression in Korean Adult Group: The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4)
Junghae Moon, John A. Linton*, Junho Choi, Jungeun Kim, Jiyoung Lee, Yoonjoo Jo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Background: Though several factors have been found to be associated with depression, yet many others remain uncovered. A few studies have focused
on the correlation between smoking and depression.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plore whether there was a relationship between smoking and
depression in a Korean adult group.
Methods: This study was based on the 2014 data of 17,780 Koreans obtained from the six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NES, 2013–2015). The participants’ depression status was evaluated based on their responses to survey. The correlation between smoking and
depression was examined using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after adjusting confounders. The result was represented as correlation factors,
and a P-value of less than 0.05 was considere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Our study revealed higher depression prevalence in the current smoker group as compared to non-smokers and ex-smokers and this differe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clusion: Smoking statu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related to depression. Among the three smoking status groups, the current smoker group had
the highest prevalence of depression. Hence s stopping smoking was considered to be effective and important to prevent depression.
Keywords: Smoking; Depression; Korean

유병률은 49%였는데, 이 수치는 이 연구에서의 일반 인구 흡연 유병

서론

률이 33%인데 비해 16% 높은 결과이다.
흡연자들은 흡연이 경험적으로 항우울 효과를 갖고 있어 흡연이

흡연 시 니코틴은 뇌에 20초 이내에 도달한 후 빠르게 흡수되어

우울증상 완화에 유용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역으로 흡연 그 자

단 하루 만에도 내성(tolerance)이 나타나며 이에 대한 의존(depen-

체가 우울증을 유발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상호간에 어느 쪽이 더

dence)도 매우 급속히 발생한다. 그러나, 흡연 행위는 신경생물학적

우세한 영향을 끼칠지에 관하여는 아직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흡연

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시각적, 촉각적, 후각적 행동

과 우울증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는 아직 부족하다. 정신과

과정이 두루 포함된 다양한 행동적, 심리적 요인들이 니코틴 의존을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한 Hughes 의 연구에서 우울증 환자의 흡연

강화하는 데 함께 기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행동적,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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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들에는 우울감이 개입될 여지가 많으므로, 우울증 환자에서 상

타, 3세대 이상 가구로 구분하였다. 결혼상태도 세분화하여 유배우

대적으로 흡연의 발생률이 높고, 흡연 지속 가능성이 높을 가능성

자-동거, 유배우자-별거, 사별, 이혼, 미혼으로 구분하여 사회경제적

이 있다.

2)

인 요인들을 엄정히 보정하고자 하였다. 고혈압, 당뇨는 각각의 의사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2013–2015년) 중 2차년도인

진단여부로 판단하였고, 비만은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2014년도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성인에서 남녀 성별에 따른 흡

를 기준으로 18.5 미만의 저체중, BMI 18.5–25인 정상체중, BMI >25인

연과 우울증 간의 관련성을 평가하여 금연교육 등의 자료로 활용하

비만으로 구분하였다.

는 동시에, 우울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의료사

종속변수인 우울 증상(depression)은 우울증 선별도구인 한국판

회경제적 변수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우울증 환자를 다각도로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PHQ-9) 점수 10을 기준으로 분류하였

접근함으로써 향후 전인적 치료 및 보건정책수립의 단초로의 활용

다. PHQ는 일차의료에서 접하기 쉬운 정신질환의 진단에 도움을 주

을 도모하고자 시도되었다.

고자 개발된 자기보고식 설문지이다. 그 중 주요우울장애의 진단을
위해 9가지 문항으로 이루어진 PHQ-9은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IV의 우울삽화의 진단기준과 일치되도

방법

록 고안되었고, 각 항목당 0점에서 3점까지 증상의 정도에 따라 선택
1. 연구대상

을 하게 한 후, 그 합을 구하여 총 27점 중 10점을 우울증상에 대한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6차 국가건강영양조사

cut-off point로 설정하였다. 우수한 민감도(88%)와 특이도(88%), 재검

(2013–2015년) 중 2차년도(2014년)의 원시자료를 활용하였고, 이 중

사신뢰도(89%)를 가지며, 기존의 우울증 선별척도보다 문항수가 적

제6기 2차년도 조사대상 7,550명 가운데 20세 이상인 5,897명을 대상

어, 일차의료현장에서 적합한 도구로 간주된다.

으로 분석하였다.
3. 통계분석
2.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및 사용변수

1차적으로 univariate logistic regression에서 유의한 결과를 확인한
후, 유의한 변수만을 모형에 포함하여 2차적으로 multivariable 모형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매 조사 시점에 대한민

을 남녀를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도구는 SAS version 9.4 (SAS In-

국에 거주하는 국민을 모집단으로 하여 층화 집락 계통 추출법에 의

stitute, Cary, NC, USA), 분석 방법은 ANOVA, chi-square test, logistic

해 표본을 추출하는 표본조사로 현재 시점의 인구집단을 대표하는

regression을 사용하였으며, 표의 P-value는 연속형 자료는 ANOVA,

결과로 볼 수 있다. 1989년부터 2015년까지 3년 주기로 시행되었던 국

범주형 자료는 chi-square test결과이다.

가 차원의 단면적 건강조사인데, 본 연구는 가장 최근에 보고된 국
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2차년도(2014년) 자료의 건강 설문조사, 영양

결과

조사, 검진조사 등의 조사항목 중, 건강 설문 및 검진조사항목을 분
석하여 흡연과 우울증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1. 조사대상 분석

본 연구는 건강영양조사대상자 중 20세 이상인 5,897명을 대상으
2) 연구변수

연구대상을 남녀로 구분한 뒤, 독립변수인 Smoking group은 non-

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성별은 남자가 2,122명(40.6%), 여자가 3,102명
(59.4%)이었다(Table 1).

smoker, ex-smoker, current smoker로 분류하였다.
보정변수로는 나이, 소득, 수입, 교육 수준, 가구세대구성, 결혼상
태, 고혈압, 당뇨, 비만을 선택하였다. 나이는 만 나이로서 20세 이상
을 대상으로 하였고, 소득은 가구총소득(개방형) 소득액, 수입은 소

2. 우울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통계
분석(Table 2)
1) 남성

득사분위수(개인)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교육 수준은 초등학교 졸

1차적으로 univariate logistic regression에서 우울증과 유의한 관련

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가구세

성을 갖는 것은 다음과 같았다. Current-smoker의 경우 non-smoker

대구성은 1세대가구-1인가구, 1세대가구-부부, 1세대가구-기타, 2세

에 비하여 우울증상이 2배로 증가하였고, 개인의 소득이 많을수록

대가구-부부+미혼자녀, 2세대가구-편부모+미혼자녀, 2세대가구-기

우울증상이 감소하였다. 가족 구성면에서는 부부, 부부와 미혼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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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Smoking group (n=3,002)
Variable

Non-smoker
(n=2,696)

Ex-smoker
(n=167)

Current smoker
(n=139)

P-value

51.98±16.33

44.8±16.79

44.62±15.67

<0.0001

Low

606 (22.5)

49 (29.3)

64 (46.0)

Lower-middle

673 (25.0)

44 (26.3)

36 (25.9)

Upper-middle

706 (26.2)

30 (18.0)

22 (15.8)

High

697 (25.9)

44 (26.3)

16 (11.5)

≤Primary

769 (28.5)

34 (20.4)

30 (21.6)

Middle

262 (9.7)

12 (7.2)

13 (9.4)

High

785 (29.1)

46 (27.5)

56 (40.3)

≥Undergraduate

749 (27.8)

67 (40.1)

31 (22.3)

One-person

309 (11.5)

21 (12.6)

24 (17.3)

Spouse

605 (22.4)

24 (14.4)

20 (14.4)

Age (y)
Income quartile (person)

Education
0.0008

Household

1 Geration

2 (1.2)

4 (2.9)

1,059 (39.3)

71 (42.5)

41 (29.5)

Single parent+children

261 (9.7)

18 (10.8)

26 (18.7)

2 Generations

136 (5.0)

6 (3.6)

9 (6.5)

3 Generations

297 (11.0)

25 (15.0)

15 (10.8)

1,907 (70.7)

Spouse+children

29 (1.1)

0.0007

Marital status
Living together

105 (62.9)

66 (47.5)

Separated

12 (0.4)

1 (0.6)

3 (2.2)

Bereaved

386 (14.3)

18 (10.8)

18 (12.9)

Divorced

86 (3.2)

14 (8.4)

22 (15.8)

302 (11.2)

29 (17.4)

30 (21.6)

N/A

<0.0001

Obesity
Low
Normal
Obese

127 (4.7)

18 (10.8)

8 (5.8)

1,804 (66.9)

94 (56.3)

97 (69.8)

737 (27.3)

49 (29.3)

34 (24.5)

0.004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N/A, not available.
P-value: by ANOVA, chi-square test.

가 동거할 경우 우울증이 의미 있게 감소하였고, 이혼을 한 경우의
우울증 빈도가 배우자 동거하는 경우에 비해 2.6배로 높았다.

2) 여성

1차적으로 univariate logistic regression에서 우울증과 유의한 관련

2차적으로는 univariate logistic regression에서 우울증과 유의한 관

성을 갖는 것은 다음과 같았다. Current-smoker의 경우 non-smoker

련성을 갖는 변수만을 모형에 포함하여 multivariable 모형으로 분석

에 비하여 우울증상이 3.240배로 증가하였고, 개인의 소득이 많을

하였다. Current smoker의 경우가 non-smoker의 경우와 비교하였을

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증상이 감소하였다. 가족 구성면

때, depression이 발생할 교차비(odds ratio, OR)가 2.004배로 증가하였

에서는 부부, 부부와 미혼자녀가 동거할 경우 우울증상이 의미 있

고, 이는 P-value<0.035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ex-smoker

게 감소하였고, 별거, 이혼을 한 경우 우울증 빈도가 배우자 동거하

의 경우는 reference group인 non-smoker의 경우에 비해 OR는 0.968

는 경우에 비해 각각 7.107배, 4.462배로 높았다.

로 오히려 다소 감소하였으나, P-value가 0.928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

2차적으로는 univariate logistic regression에서 우울증과 유의한 관

지 않았다. 가구세대 구성면에서는 부부와 자녀가 동거하는 경우가

련성을 갖는 변수만을 모형에 포함하여 multivariable 모형으로 분석

1인가구에 비해서 OR 0.371 (P-value 0.0234)로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

하였다. Current smoker의 경우가 non-smoker의 경우와 비교하였을

결혼 상태별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결과가 나왔고, BMI

때, 우울증상이 발생할 OR가 2.388배로 증가하였고, 이는 P-value

분석상 정상이나 비만의 경우가 저체중에 비해 OR이 각각 0.229,

0.00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ex-smoker의 경우에도 refer-

0.262로 유의미하게 우울증 빈도가 낮았다.

ence group인 non-smoker의 경우에 비해 OR 1.426 (P-value 0.197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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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ORs of depression in Korean male and female
Multifactorial analysis
Variable

Male
OR (95%)

Female
P-value

OR (95%)

P-value

Smoking
Non-smoker

Reference

-

Reference

-

Ex-smoker

0.968 (0.472, 1.982)

0.9288

1.426 (0.831, 2.444)

0.1975

Current-smoker

2.004 (1.048, 3.834)

0.0357

2.388 (1.465, 3.894)

0.0005

Income quartile (person)
Low
Lower-middle

Reference

-

Reference

-

0.407 (0.221, 0.750)

0.0039

0.839 (0.588, 1.197)

0.3331

Upper-middle

0.414 (0.218, 0.785)

0.0069

0.756 (0.512, 1.117)

0.1601

High

0.428 (0.219, 0.835)

0.0128

0.569 (0.342, 0.948)

0.0303

Education
≤Primary
Middle

Reference

-

Reference

-

0.292 (0.116, 0.739)

0.0093

0.874 (0.538, 1.420)

0.5861

High

0.509 (0.271, 0.956)

0.0358

0.652 (0.408, 1.004)

0.0727

≥Undergraduate

0.493 (0.252, 0.965)

0.0389

0.550 (0.321, 0.945)

0.0303

Household
One-person
Spouse
1 Generation
Spouse+children

Reference

-

Reference

-

0.487 (0.185, 1.284)

0.1456

0.527 (0.290, 0.958)

0.0358

<0.001 (<0.001, >999.999)
0.371 (0.157, 0.875)

0.9870

2.516 (1.008, 6.281)

0.0480

0.0234

0.670 (0.383, 1.171)

0.1599

Single parent+children

0.594 (0.204, 1.732)

0.3400

0.842 (0.502, 1.414)

0.5158

2 Generations

1.046 (0.373, 2.934)

0.9313

1.123 (0.600, 2.102)

0.7163

3 Generations

0.613 (0.211, 1.776)

0.3670

0.596 (0.328, 1.083)

0.0893

Marital status
Living together

Reference

Separated

<0.001 (<0.001, >999.999)

Bereaved

<0.001 (<0.001, >999.999)

0.9931

Reference

-

3.64 (1.105,11.997)

0.0337

0.9800

1.009 (0.591, 1.721)

0.9749

Divorced

0.699 (0.224, 2.179)

0.5372

2.189 (1.211, 3.956)

0.0095

N/A

1.648 (0.809, 3.357)

0.1689

1.630 (0.970, 2.740)

0.0649

Obesity
Low

Reference

-

Reference

-

Normal

0.229 (0.105, 0.500)

0.0002

0.436 (0.262, 0.725)

0.0014

Obese

0.262 (0.116, 0.594)

0.0013

0.409 (0.234, 0.717)

0.0018

Compromised by income quartile, education, household, marital status, and obesity. Obesity (low weight: BMI <15.5 kg/m , normal: 18.5 kg/m <BMI <25 kg/m2,
obese: BMI >25 kg/m2).
OR, odds ratio; N/A, not available; BMI, body mass index.
Multivariable analysis, SAS version 9.4 (SAS Institute, Cary, NC, USA), ANOVA, chi-square test, logistic regression.
2

2

우울증상이 증가하였다. 개인 소득사분위수 상층에 속한 경우 하층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depression and smoking에 관해 연구한 자료

에 비해 OR 0.569 (P-value 0.0303)로 우울증상이 의미 있게 감소하였

에 따르면,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우울증이 없는 경우에 비해 흡연

다. 결혼 상태별 분석에서는 배우자 별거 혹은 이혼의 경우가 각각

률이 높고, heavy smoker가 될 확률이 높으며, 금연성공 확률도 떨어

OR 3.64 (P-value 0.0337), 2.189 (P-value 0.0095)로, 배우자 동거하는 경

졌다. 남녀 흡연률 측면에서도 우울증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이 남성

우에 비해 우울증상이 증가하였다. BMI 측면에서는 정상이나 비만

보다 흡연자의 수가 훨씬 적었으나,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는 남녀의

의 경우가 저체중에 비해 OR이 각각 0.436 (P-value 0.0014), 0.409 (P-

차가 거의 없이 비슷하였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의 2010년도 조사에

value 0.0018)로 유의미하게 우울증이 감소하였다.

서도,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적은 양의 흡연에도 상대적으로 의존도
가 높게 나타났다. 3)

고찰

하지만 현재까지 우울증과 흡연의 연관성에 대한 논란이 진행형
이었던 이유는 Biological psychologist인 Munafò and Araya4)가 2010년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가 2005–2008년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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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및 항우울효과를 가지는 동시에 우울증을 유발하는 측면도 가지

이상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증가시킨다. 또한 흡연 외 우울증에 영향

고 있기 때문이다.

을 끼치는 다른 요인들을 분석하여 보면, 개인의 소득 수준이 높을

흡연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을 신경생화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혼자 사는 경우보다는 이혼이나 사별

논문들은 주로 니코틴과 우울증 간의 연관성을 스트레스 호르몬을

없이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저체중이 아닌 경우에

5)

매개로 설명하고 있다. 즉, 니코틴은 마치 급성 스트레스처럼, 시상

우울증상을 호소하는 비율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 그

하부-뇌하수체-부신 축(hypothalamic-pituitary-adrenal axis)을 자극

러므로 환자가 드러내는 표면적인 우울증상의 치료에만 주목하는

시켜 인체 내 코르티코스테로이드(corticosteroid)를 증가시키며, 정서

것보다는,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의료 사회 경제적 제반 여건 즉

(emotionality)를 담당하는 대뇌 편도(amygdala)의 세포 내 스테로이

흡연, 저소득, 교육소외, 독거, 이혼, 저체중 등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드 관련 mRNA의 발현을 증가시키게 되는데, 만일 니코틴을 5일 이

고려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근거를 한국 성인 남녀의 국민건강 영양

상 반복 투여할 경우 이러한 변화에 내성이 발생하고, 그리하여 오히

조사를 토대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의의가 있다. 즉, 우

려 금단 시기에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상승하게 되므로, 그 결과로

울해서 결국 담배를 다시 찾게 된다는, 금연상담 중 종종 마주하게

우울감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되는 환자의 항변에 대하여, 신경생물학적으로 흡연은 우울증에 오

흡연을 시작하게 되는 위험인자로서의 우울증상, 그와 반대로 우

히려 장기적으로 분명히 해로우며, 우울증 치료에는 흡연 외 다른 사

울증상 발생의 위험인자로서의 흡연을 테마로 진행된 연구들 중,

회 경제적, 영적 문제 또한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답변의 근거

Wu와 Anthony6)는 1,731명을 대상으로 전향적 역학 연구를 하여, 흡

이자 교육자료로 본 논문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연이 우울 증상 발현의 위험성을 증가시키지만, 기존의 우울 증상은
흡연 시작의 위험성과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즉, 흡연이 우울증을

제한점

유발하는 것이지 우울증이 흡연 시작을 유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국민건강영양조사는 cross-sectional survey이므로, smoking 관련

다. 또 다른 연구자 Brown 등 도 연구 시작단계에서 흡연 그룹이 비

positive factor들의 연관성이 곧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한계

흡연 그룹에 비해 우울 증상의 발현 위험성이 2배 이상 증가함을 제

가 있다. 또한 이 조사는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이

시 후 이를 근거로 금연이 청소년기의 우울증을 호전시킬 좋은 수단

므로 흡연 또는 우울증 정도가 심하여 치료 목적으로 시설 혹은 병

이라고 주장하였다.

원에 있는 사람은 제외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비록 PHQ-9가 민감도

7)

보다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흡연이

와 특이도 및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객관적인 조사이기는 하나,

우울의 선행인자라고 주장하는 신경생물학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자가보고형태의 설문으로서 우울증상이 있음을 보여 주지만, 의사

뇌에서 니코틴의 일차적인 표적은 니코틴아세틸콜린수용체(nico-

가 직접 진단한 것은 아니므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우울증과는

tinic acetylcholine receptors, nAchRs)이고, 이러한 수용체는 아형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8)

따라 뇌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니코틴이 다양한 nAchRs을
활성화시켜 글루타메이트(glutamate), 감마-아미노부티르산(gam-

요약

ma-aminobutyric acid), 도파민(dopamine), 노르에피네프린(norepinephrine), 세로토닌(serotonin) 등 다양한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를 자

연구배경: 흡연이 우울증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극시켜, 흡연으로 체내 니코틴 레벨이 상승하면 도파민과 세로토닌

연구는 만 20세 이상 한국 성인남녀에서 흡연과 우울증의 상관관계

이 일시적으로 증가되어 쾌감이 발생하나, 반복적인 흡연은 이들 물

를 밝히고자 하였다.

질의 감소 혹은 역치 상승으로 인해 쾌락 대신 우울증상을 야기할

방법: 국민건강영양조사(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

9,10)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위 논문들은 흡연과 우울증은 양의 상관

nation Survey) 제6기(2013–2015년) 조사 자료 중 2014년도 원시자료

관계가 있는데, 그 인과관계의 방향은 흡연이 우울증의 증가를 유발

를 활용하여 건강 설문 조사항목을 분석하였다.

하는 방향임을 분자생물학적, 통계학적으로 증거하고 있다.

결과: 현재 흡연자의 경우 우울증 선별도구인 Patient Health Ques-

우울증은 환자의 기능을 저하시켜 일상적인 활동을 유지하는 데

tionnaire-9점수가 비흡연자의 경우보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상승

어려움을 야기하며 자살의 위험성 또한 증가시키기 때문에, 조기 발

하였다.

견 및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성인 남녀

결론: 한국의 20세 이상의 성인에서 남녀 모두 현재 흡연자의 우울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현재 흡연은 비흡연에 비해 우울 증상을 2배

증이 비흡연자의 경우보다 의미 있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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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 우울증 감소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시사한다.

중심단어: 흡연; 우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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