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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흡연자에서 요 중 코티닌 농도를 이용한 간접흡연의 변화:
9개년(2008–2011년, 2014–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여
김누리, 하지원, 김규남*, 이선영, 김종우, 백정기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상계백병원 가정의학교실

Trends in Secondhand Smoking and Urine Cotinine Concentration in Non-Smoking Adults in
Korea: The 2008–2011, 2014–2018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Nuri Kim, Jiwon Ha, Kyunam Kim*, Seonyeong Lee, Jongwoo Kim, Jeongki Paek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Sanggye Paik Hospital, Inj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Background: The risk of secondhand smoke (SHS) is gradually becoming apparent, and as smoking cessation zones are expanding, the exposure to SHS
in workplaces, homes, and public places is decreasing.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actual exposure to SHS in nonsmokers.
Methods: This study used data from 2008 to 2011 and 2014 to 2018 from the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The urine cotinine concentration values were compared by the geometric mean according to sex, age group, and rurality for non-smokers aged 19
years or older who were tested for urine cotinine.
Results: The overall trend of urine cotinine concentration in Korean adult non-smokers have shown a decline since 2011. It gradually decreased from
2.82 ng/mL in 2010 to 0.50 ng/mL in 2016 but slightly increased to 0.79 ng/mL in 2018. Both male and female showed this trend. The decline tended
to be lower in those aged 60 years and older, with higher urine cotinine concentrations in the recent 3 years in the rural than in urban residents.
Conclusion: The urinary cotinine concentration levels in Korean non-smokers increased from 2008 to 2010, then decreased till 2016, but gradually
increased thereafter. This is possibly due to limiting the exposure to SHS through expanding the smoking area. Furthermore, a policy to lower the
smoking rate with strict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of the existing policy will be needed.
Keywords: Secondhand Smoking; Cotinine; Smoke-Free Policy; Trends

로 폐암, 비인두암, 유방암 등의 위험을 높이고, 관상동맥 질환, 뇌

서론

졸중, 천식 악화 등을 초래하며, 염증과 감염 위험, 전반적인 사망률
흡연은 다양한 암의 발생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동맥경화, 뇌

을 높이는 잠재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2-6)

혈관질환, 만성 폐쇄성폐질환 외에도 제2형 당뇨병, 백내장, 조산 위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제4 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서는

험을 높이는 등 신체의 거의 모든 기관에 해를 끼치고 사람의 전반

202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 29%, 여성 6%로 목표를 정하고 여러

1,2)

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간접흡연 또한 직접흡연과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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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정책을 시행하고 있다.7) 우리나라의 금연 정책은 1995년 국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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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 (68.9)

484 (14.2)

758 (18.6)
767 (18.8)
612 (15.0)

50–59

60–69

1,109 (27.1)

Rural area

671 (19.7)

249 (7.3)
294 (8.6)

491 (12.0)
266 (6.5)
391 (9.6)

Plant and machine operators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 not available.

534 (13.1)

1,131 (27.7)

Workplace exposure to secondhand smoke

Home exposure to secondhand smoke

1,857 (45.5)

Unemployment (housewives, students)

Craft and related workers

442 (13.0)

458 (11.2)

Service and sales workers

Agriculture and fishery workers

401 (11.7)

838 (24.6)

1,515 (44.4)

300 (8.8)

252 (7.4)

384 (9.4)
238 (5.8)

Professionals

361 (10.6)

909 (26.6)

2,504 (73.4)

647 (19.0)

Office worker

Occupation

2,976 (72.9)

Urban area

Region

≥70

591 (17.3)

743 (18.2)

40–49

593 (17.4)

455 (11.1)
750 (18.4)

19–29

427 (12.5)

2,258 (66.2)

1,155 (33.8)

3,413

2009

30–39

Age (y)

1,272 (31.1)

Female

4,085

2008

Male

Sex

Total

Characteristic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135 (10.4)

394 (30.2)

502 (38.5)

96 (7.4)

106 (8.1)

107 (8.2)

176 (13.5)

127 (9.7)

189 (14.5)

261 (20.0)

1,042 (80.0)

41 (3.1)

261 (20.0)

296 (22.7)

242 (18.6)

220 (16.9)

243 (18.6)

828 (63.5)

475 (36.5)

1,303

2010

132 (10.0)

358 (27.2)

532 (40.5)

113 (8.6)

126 (9.6)

78 (5.9)

174 (13.2)

101 (7.7)

191 (14.5)

219 (16.7)

1,096 (83.3)

47 (3.6)

279 (21.2)

293 (22.3)

262 (19.9)

205 (15.6)

229 (17.4)

800 (60.8)

515 (39.2)

1,315

2011

324 (9.4)

702 (20.5)

1,564 (45.6)

313 (9.1)

242 (7.1)

186 (5.4)

405 (11.8)

278 (8.1)

444 (12.9)

626 (18.2)

2,806 (81.8)

615 (17.9)

692 (20.2)

717 (20.9)

540 (15.7)

513 (14.9)

355 (10.3)

2,339 (68.2)

1,093 (31.8)

3,432

2014

Year

283 (7.3)

548 (14.2)

1,696 (44.0)

354 (9.2)

288 (7.5)

202 (5.2)

464 (12.0)

344 (8.9)

505 (13.1)

729 (18.9)

3,124 (81.1)

705 (18.3)

786 (20.4)

814 (21.1)

636 (16.5)

474 (12.3)

438 (11.4)

2,499 (64.9)

1,354 (35.1)

3,853

2015

227 (5.3)

361 (8.5)

1,878 (44.1)

402 (9.4)

325 (7.6)

186 (4.4)

528 (12.4)

397 (9.3)

547 (12.8)

743 (17.4)

3,520 (82.6)

800 (18.8)

803 (18.8)

793 (18.6)

761 (17.9)

662 (15.5)

444 (10.4)

2,814 (66.0)

1,449 (34.0)

4,263

2016

184 (5.9)

268 (8.5)

1,233 (39.3)

318 (10.1)

268 (8.5)

149 (4.8)

373 (11.9)

359 (11.5)

435 (13.9)

507 (16.2)

2,628 (83.8)

574 (18.3)

622 (19.8)

667 (21.3)

510 (16.3)

395 (12.6)

367 (11.7)

1,962 (62.6)

1,173 (37.4)

3,135

2017

141 (4.0)

267 (7.6)

1,346 (38.5)

317 (9.1)

313 (9.0)

137 (3.9)

497 (14.2)

350 (10.0)

536 (15.3)

583 (16.7)

2,913 (83.3)

664 (19.0)

703 (20.1)

717 (20.5)

545 (15.6)

454 (13.0)

413 (11.8)

2,169 (62.0)

1,327 (38.0)

3,496

2018

-

-

12,123 (42.8)

2,598 (9.2)

2,183 (7.7)

1,836 (6.5)

3,517 (12.4)

2,446 (8.6)

3,592 (12.7)

5,686 (20.1)

22,609 (79.9)

4,542 (16.1)

5,504 (19.5)

5,702 (20.2)

4,910 (17.4)

4,266 (15.1)

3,371 (11.9)

18,482 (65.3)

9,813 (34.7)

28,295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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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생 흡연 설문과 현재 흡연 설문에서 모름으로 대답한 사람은
제외하였다. 대상자에서 요 중 코티닌 농도가 100 ng/mL를 초과하
는 1,505명은 흡연자로 간주하여 제외하였다.10,12) 이 중 세종시 거주
자의 경우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부터 추가되어 변화를 살펴보기
에 적절하지 않아 2016년 149명, 2017년 92명, 2018년 77명을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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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6
(<0.001)
0.78
(0.74–
0.81)
0.79
(0.75–
0.83)
-47.442
(<0.001)
0.47
(0.45–
0.49)
-30.018
(<0.001)
0.92
(0.88–
0.96)
-20.636
(<0.001)
1.12
(1.08–
1.17)
-3.802
(<0.001)
1.77
(1.57–
2.00)
-0.55
(0.957)
2.61
(2.29–
2.95)
0.159
(0.874)

8.478
(<0.001)
0.80
(0.76–
0.85)
0.86
(0.80–
0.92)
-40.646
(<0.001)
0.57
(0.53–
0.61)
-28.636
(<0.001)
1.04
(0.98–
1.11)

20.672
(<0.001)
0.79
(0.76–
0.81)
0.81
(0.78–
0.84)

GM
(95% CI)
GM
(95% CI)
Standard
J-T
statistics
(P-value)

-62.025
(<0.001)
0.50
(0.48–
0.52)
-40.875
(<0.001)
0.96
(0.93–
1.00)
-28.107
(<0.001)

-19.698
(<0.001)
1.28
(1.21–
1.35)
-5.583
(<0.001)

2011

2.73
(2.40–
3.13)
-2.638
(0.008)

CI, confidence interval; GM, geometric mean.
Standard J-T statistics: Jonckheere–Terpstra test.
b
The P-value by Jonckheere-terpstra test. P<0.05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연자는 현재 흡연 설문에서 ‘피움’ 또는 ‘가끔 피움’으로 응답한 자

a

중 코티닌 농도를 측정한 30,929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현재 흡

1.51
(1.34–
1.70)

에 참여한 만 19세 이상의 한국 성인 중 현재 흡연자를 제외하고 요

1.16
(1.03–
1.32)

5기 1,2차년도(2010–2011년), 제6기(2014–2015년), 제7기(2016–2018년)

Female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3,4차년도(2008–2009년)와 제

3.24
(2.75–
3.77)

1. 연구 대상

-1.226
(0.220)

방법

2.10
(1.79–
2.45)

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010

별, 거주지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해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2009

제 간접흡연 노출 정도의 변화를 살펴 보았으며, 이를 성별, 연령대

2008

흡연자 집단에서 요 중 코티닌 농도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통해 실

Table 2. Geometric means of urine cotinine concentrations by sex from 2008 to 2018

않은 2012–2013년을 제외한 총 9개년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성인 비

1.91
(1.60–
2.21)

본 연구는 2008–2018년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중 검사를 시행하지

Male

혈액 또는 침, 소변에서 농도를 측정한다.11)

1.17
(1.13–
1.21)

2014

중 변동이 적어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구분하는 좋은 생체 지표로

-5.976
(<0.001)

으로 길다.10) 코티닌은 니코틴보다 체액에 높은 농도로 존재하며 일

2.10
(1.92–
2.30)

는 코티닌은 니코틴의 대사 물질로, 체내 배출 반감기가 17–20시간

-1.328
(0.184)

간접흡연에 대한 폭로 정도를 확인하는 생체 지표로 주로 사용되

2.82
(2.55–
3.10)

2018년 4.0%로 매해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9)

-0.428
(0.668)

2015

2010년 49.2%에서 2018년 11.5%로, 가정 실내는 2008년 15.5%에서

1.69
(1.54–
1.87)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비흡연자의 직장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은

1.36
(1.23–
1.50)

이 생기고, 정책을 통해 금연구역이 점차 확대되어 온 만큼 2018년

Total

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0년대 들어 간접흡연에 대한 사회적의식

GM
(95% CI)

2016

38.1%로 다시 40% 밑으로 내려갔으며, 2018년에는 36.7%로 계속 감

Standard
J-T
statistics
(P-value)

2017 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은

GM
(95% CI)

국들의 제도를 확립하였다.8)

Standard
J-T
statistics
(P-value)

어나 2015년부터 담뱃값 2천원 인상, 담뱃갑 경고 그림 표기 등 선진

GM
(95% CI)

2017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금연구역 확대 중심의 단편적 정책에서 벗

Standard
J-T
statistics
(P-value)

하기 위해 국민건강 증진법을 개정하였다. 2014년 9월 ‘범정부 금연

GM
(95% CI)

2018

배규제기본협약에 비준하였고, 더욱 강화된 금연 규제 정책을 추진

Standard
GM
J-T
(95% CI) statistics
(P-value)

년부터 점차 대상 시설을 확대하였다. 2005년에는 세계보건기구 담

Standard
J-T
statisticsa
(P-valueb)

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으며, 이후 2003

GM
(95% CI)

2016–
2018

강법 제정에 따라 대형건물, 공연장, 의료시설 등 일부 시설에 금연

Standard
J-T
statistics
(P-value)

Nuri Kim, et al. Trends in Secondhand Smoking in Nonsmokers in Korea

GM
(95%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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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직업분류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811명을 제외한 28,295명을

용하였다.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기관윤리심의위원회의 심사면제
심의(IRB File No. 2020-07-019)를 통과하였다.

결과
연구 대상자 수는 조사자 중 30%에서만 요 중 코티닌 검사를 시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민건강 영양조사에서 각 연도별로 성별, 연령, 거주

행한 2010–2011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3–4천 명대로 나타났다.

지, 결혼 여부, 소득 수준, 직업, 흡연 여부, 직장 및 가정 간접흡연

모든 연도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19세 이상 성인에서 연령대별

여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건강설문조사

분포는 전반적으로 고르게 나타났으나, 2010년과 2011년은 70세 이

는 면접방법으로 조사하였고, 이 중 흡연 관련 항목은 자기기입식

상 비율이 4% 미만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수가 적었다. 연구 대상

으로 조사하였다. 연령대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자 중 79.9%가 도시에 거주 중이고, 직업 중 주부와 학생이 포함된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거주지는 동과 읍/면으로 분류했고, 결혼 여

무직이 42.8%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직장 내에서 간접흡연에 노

부는 기혼과 미혼으로 분류하였다. 소득 수준은 소득 4분위수 기

출된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은 2008년에서 2011년까지는 27.7%에

준으로 하, 중하, 중상, 상으로 분류하였다.

서 27.2%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이후 점차 감소해 2018년에는 7.6%

요 중 코티닌 농도 측정은 Perkin Elmer Clarus 600T (Perkin Elmer,

Turku , Finland)로 시행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gas

로 나타났다. 가정 내 간접흡연에 노출된다고 대답한 사람은 2008년

13.1%에서 점차 감소해 2018년 4.0%로 감소했다(Table 1).

chromatography mass spectrometry)과 Agilent 1100 Series with API

전체 연구 대상자와 성별 요 중 코티닌 농도를 연도별로 비교하였

4000 (AB Sciex, Redwood City, CA, USA)으로 시행한 고성능 액체

다(Table 2, Figure 1). 전체 그룹에서 요 중 코티닌 농도는 2008년 1.36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ng/mL에서 2010년까지 2.82 ng/mL로 증가하였고, 2011년부터 요 코

mass spectrometry)으로 시행했다.

티닌 농도는 감소 추세로 전환되어 2016년 0.50 ng /mL (95% CI,

0.48–0.52)까지 감소하였다( J-T statistics -62.025, P<0.001). 하지만,
2016년 이후 2018년 요 중 코티닌 농도는 0.79 ng/mL (95% CI, 0.76–

3. 통계적 분석

통계분석을 위하여 IBM SPSS Statistics ver. 18 (IBM Corp.,

0.81)로 소폭 상승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J-T statistics 20.672,

Armonk, NY, USA)을 이용했다. 통계 결과는 평균과 95% 신뢰구간

P<0.001). 각 성별에서도 전체 양상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전체 연도

(confidence interval, CI)으로 표시하였고 P<0.05일 때 통계적으로 유

에 걸쳐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요 중 코티닌 농도를 보였으며, 점차

의하다고 판단했다. 요 중 코티닌 농도는 기하평균으로 비교하였고

성별에 따른 차이는 감소하였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하였다. 연도에 따른 요 중 코티닌 농도

연령대별로 요 중 코티닌 농도를 연도별로 비교한 결과(Table 3),

변화의 통계적 유의성을 평가하기 위해 Jonckheere–Tepstra test를 사

모든 연령대에서 2010년 가장 높은 농도를 보였고, 2016년까지 모든

용하였다. 간접흡연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에 대

연령대에서 요 중 코티닌 농도가 감소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한 통계적 검증에는 two-tailed Student t-test와 one-way ANOVA를 사

다. 전체 인구의 경향처럼 2017 년, 2018년에는 소폭 상승하였다.

GM of urinary
cotinine concentration (ng/mL)

3.5

Male
Female

3.0
2.5

P=0.013

2.0
1.5
1.0
0.5
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Korean J Fam Pract. 2020;10(5):378-385

2015

2016

2017

2018

Figure 1. Trends in secondhand smoke
by sex from 2008 to 2018. Data from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08–2011,
2014–2018. GM, geometric means. Pvalue was obtained by analysis of twotailed student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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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

이상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감소 경향이 적게 나타났다. 2018년
요 중 코티닌 농도는 30대에서 가장 낮았고(0.68 ng/mL; 95% CI,

0.62–0.74), 70대 이상에서 가장 높았다(0.92 ng/mL; 95% CI, 0.84–

-13.352

<0.001
-20.402

<0.001
-27.332

<0.001
-32.384

<0.001
-30.599

-29.770

<0.001

2008년 기준으로 40대에서 가장 큰 감소 경향성을 보였으며, 60대

1.02).
어서 요 중 코티닌 농도 변화를 비교하였다(Table 4, Figure 2). 거주

0.92
(0.84–1.02)

0.84
(0.77–0.91)

0.80
(0.75–0.86)

0.73
(0.68–0.79)

0.68
(0.62–0.74)

거주지는 동과 읍/면을 각각 도시 거주자와 농촌 거주자로 나누
0.69
(0.64–0.75)

2018

Standard J-T
statisticsa

P-valu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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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2010년까지는 도
시 거주자에서 더 높은 요 중 코티닌 농도를 보였으나 이후 농촌 거

1.08
(0.95–1.24)

0.87
(0.80–0.95)

0.79
(0.74–0.85)

0.70
(0.65–0.75)

0.70
(0.64–0.77)

0.73
(0.67–0.80)

2017

주자와 비슷해졌다. 2018년에는 도시 거주자의 요 중 코티닌 농도가

0.76 ng/mL (95% CI, 0.73–0.79), 농촌 거주자는 0.92 ng/mL (95% CI,
0.85–1.02)로 농촌 거주자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382

0.50
(0.45–0.56)

0.53
(0.47–0.58)

0.55
(0.50–0.60)

0.49
(0.44–0.54)

0.45
(0.40–0.49)

0.46
(0.40–0.52)

그룹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5). 남성과 20–40대에서 요 중 코
티닌 농도가 높았고, 도시 거주자에서 높았다. 서비스, 판매업 종사
도가 가장 높았고, 주부와 학생을 포함한 무직군이 가장 낮았으며,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요 중 코티닌 농도가 높았다. 연구 대상자의

b

Standard J-T statistics: Jonckheere–Terpstra test. Statistics as of 2008 to see changes over the year.
The P-value by Jonckheere–Terpstra test. P<0.05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결혼 여부는 간접흡연 노출과는 관계가 없었다.

a

0.86
(0.79–0.94)
0.99
(0.91–1.07)
≥70

0.86
(0.65–1.10)

1.04
(0.81–1.37)

3.52
(2.06–5.95)

2.01
(1.30–2.98)

0.92
(0.85–0.99)
1.04
(0.97–1.12)
60–69

0.87
(0.68–1.10)

1.01
(0.78–1.29)

2.43
(1.97–2.99)

1.60
(1.30–1.97)

1.06
(0.98–1.15)
1.25
(1.17–1.33)
50–59

1.14
(0.90–1.47)

1.49
(1.17–1.86)

2.32
(1.84–2.87)

1.99
(1.67–2.40)

1.03
(0.95–1.13)
1.21
(1.11–1.34)
3.22
(2.60–3.88)
2.32
(1.90–2.87)
1.86
(1.49–2.32)
40–49

2.91
(2.21–3.81)
2.42
(1.93–3.06)
1.88
(1.51–2.31)
30–39

2.66
(2.20–3.18)

0.86
(0.77–0.96)
1.27
(1.16–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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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1.68–2.65)

1.06
(0.95–1.18)
1.44
(1.27–1.60)
2.34
(1.88–2.96)
3.43
(2.73–4.34)
2.67
(2.08–3.40)
2.47
(1.84–3.24)
19–29

2015
2014
2011
2008

2009

2010

Geometric mean, ng/mL (95% confidence interval)

을 때, 요 중 코티닌 농도는 성별, 연령, 거주지, 소득 수준, 직업에서

자와 공장, 기계 조작 관련업에 종사하는 사람에서 요 중 코티닌 농

Age (y)

Table 3. Geometric means of urine cotinine concentrations by age group from 2008 to 2018

2016

연구 대상자에서 간접흡연 노출과 관련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았

고찰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해 요 중
코티닌 농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성인 비흡연자에서 요 중 코티닌
농도 수치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증가하다 2011년부터 감소하였
고, 2016년 이후부터는 다시 조금씩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남녀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요 중 코티닌 농도가 증가하는 결과는 이
전 간접흡연 노출 추이를 살펴본 연구와 일치했다.13) 간접흡연 노출
감소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금연구역 확대가 이루어졌
다. 2011년부터 요 중 코티닌 농도는 매년 감소해 2015년 일반/휴게
음식점에서 면적 무관 모든 영업소를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하면
서 2016년에는 요 중 코티닌 농도는 0.50 ng/mL까지 낮아졌다. 하지
만 이후 최근 2년 소폭 증가를 보여 2016년 이후의 금연구역 확대
정책이 실제 간접흡연을 낮추는데 크게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흡연관련 설문을 통해서도 2010년부터 직
장 내, 가정,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노출률이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9) 이는 본 연구의 요 중 코티닌 농도 추이와 일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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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Geometric means of urine cotinine concentrations by region
Geometric mean, ng/mL (95% confidence interval)

Region

2008

2009

2010

2011

2014

2015

2016

2017

2018

Urban area

1.41
(1.26–1.58)

1.96
(1.76–2.20)

2.87
(2.55–3.20)

2.06
(1.87–2.30)

1.17
(1.12–1.21)

0.98
(0.94–1.02)

0.50
(0.48–0.52)

0.81
(0.77–0.84)

0.76
(0.73–0.79)

Rural area

1.23
(1.04–1.49)

1.13
(0.94–1.39)

2.63
(2.06–3.29)

2.27
(1.87–2.77)

1.17
(1.09–1.27)

0.89
(0.81–0.97)

0.52
(0.47–0.57)

0.86
(0.77–0.95)

0.92
(0.85–1.02)

P-valuea
<0.001

a

P-values were obtained by analysis of two-tailed student t-test.

GM of urinary
cotinine concentration (ng/mL)

3.5

Urban
Rural

2.87

3.0
2.5
2.0

P<0.001

2.27

2.63

1.96

2.06
1.41

1.5
1.0

1.17
0.98
1.23

0.86

0.92

1.17
1.13

0.89

0.5

0.52

0.81

0.76

2017

2018

0.50

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Figure 2. Trends in secondhand smoke
through geometric means of urine cotinine concentrations (95% confidence
interval) by region from 2008 to 2018.
Data from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08–
2011, 2014–2018. GM, geometric
means. P-value was obtained by analysis of two-tailed student t-test.

전체 연도에서 여성보다 남성에서 높은 요 중 코티닌 농도를 보였

보였다. 2020년 4월부터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30

고, 성별 간 요 중 코티닌 농도의 격차는 점차 줄어들었다. 연령대별

기본틀을 세우는 중으로, 2020년 목표보다 더 낮은 흡연율을 목표

요 중 코티닌 농도는 전체 연도로 보면 20대에서 가장 높고, 70세 이

로 삼을 것으로 보이고 궁극적으로는 세계의 흐름에 맞춰 흡연율

상에서 제일 낮게 나타나지만, 2010년에서 2018년까지 50대 이하 성

5% 미만의 ‘담배연기 없는 국가’가 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할 것이다.

인에서 큰 감소를 보여 2018년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요 중 코티닌

간접흡연을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금연구역 및 시설을

농도가 더 높게 나왔다. 면적과 상관없이 일반 음식점, 영업소 등이

확대하는 것으로, 전세계적으로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구역 확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20대-50대에서 간접흡연

대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2,6)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3년에 걸쳐

노출이 크게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절대 금연구역으로 지정, 전체 간접흡연 노출

2010년까지 도시 거주자에서 요 중 코티닌 농도가 더 높았으나

률을 크게 낮추었다. 2016년 9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제를

2016년에서 2018년에는 농촌 거주자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미국에

실시하고, 2017년 12월에는 실내체육시설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했으

서는 금연 정책이 도시에서 시골보다 더 효과적으로 흡연율을 낮춘

며, 2018년 12월에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 10 m 이내를 금연구역

다고 보고된 바 있고, 시골 지역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별도

으로 확대하였으나 실질적인 감소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농촌 거주자는 상대적으로 사회-경

간접흡연 노출을 낮추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금연구역 확대

제적 수준이 낮고, 금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

정책은 유지하면서, 현재 정책에 대한 홍보와 엄격한 시행이 필요할

어진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촌 거주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것이다.

14,15)

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적극적인 정책 홍보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접흡연의 위험에 대한
교육 등 특화된 방법을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금연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담배에 부과하는 조세
또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여 금연을 유도하는 가격 정책은 영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Tobacco endgame’에서는 2040년까지 흡

국, 독일,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17-20)

연율을 5% 미만으로 감소시키겠다고 계획을 세웠다.16) 우리나라의

담배 가격이 평균 10% 인상되는 경우 선진국에서 약 2%–6%, 중간

경우 제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서 202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

및 저소득 국가에서 약 2%–8% 수준의 흡연율 감소를 유도할 수 있

율 29 %까지 감소가 목표였으며,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는 것으로 추정된다.2) 우리나라는 2015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36.7%로 감소해 2008년 47.8%에서 약 11% 감소라는 가시적 효과를

55% 인상하였으나,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 금연 선진국들의 담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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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xpected associated factors for non-smokers’ secondhand
smoke
Variable

Case (n)

Geometric mean, ng/mL
P-value
(95% confidence interval)

Sex

0.013

Male

져 있지만, 한계가 있다. 요 중 코티닌과 간접흡연과의 연관성을 다
룬 다른 연구들을 살펴보면, 간접흡연과 관련된 요 중 코티닌 농도
가 매우 낮으며, 음식으로 섭취한 니코틴 양이 요 중 코티닌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간접흡연의 노출을 정량화하는 것은 직접흡연보

9,813

1.20 (1.16–1.25)

18,482

0.97 (0.95–1.00)

19–29

3,371

1.29 (1.21–1.38)

30–39

4,266

1.15 (1.08–1.22)

감소하기 시작해 금연구역 확대 정책의 영향으로 2016년까지 가파

40–49

4,910

1.17 (1.11–1.24)

르게 감소하였으나, 이후부터는 다시 조금씩 증가하였다. 남성이 여

50–59

5,702

1.04 (0.99–1.09)

60–69

5,504

0.91 (0.86–0.96)

성보다 간접흡연에 더 노출되어 왔으나, 점차 성별에 따른 차이는

≥70

4,542

0.86 (0.82–0.91)

Female

다 더 어렵다.11)
<0.001

Age (y)

줄어들고 있다. 최근 정책들의 영향을 받아 젊은 층과 도시 거주자
<0.001

Region
Urban area

22,609

1.05 (1.02–1.08)

Rural area

5,686

1.04 (1.02–1.07)

Incomea

결론적으로 비흡연자에서 요 중 코티닌 농도 수치는 2011년부터

의 간접흡연 노출 정도는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60대 이상에서 감
소 경향이 적었으며, 도시보다 농촌 거주자에서 최근 3년간 요 중

0.003

코티닌 농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 2016년 이후 이뤄진 금연구역 확대

Low

6,524

1.14 (1.09–1.19)

Middle-low

6,973

1.06 (1.01–1.11)

를 통한 간접흡연 노출 감소효과가 크지 않아 담뱃값 추가 인상 등

Middle-high

7,114

1.02 (0.98–1.07)

High

7,437

0.99 (0.95–1.03)

으로 흡연율을 낮추는 정책 마련과 기존 정책의 엄격한 시행이 필
<0.001

Occupation
Professionals

3,592

1.01 (0.95–1.07)

Office worker

2,446

1.05 (0.97–1.12)

Service and sales workers

3,517

1.30 (1.23–1.38)

Agriculture and fishery
workers

1,836

1.04 (0.92–1.15)

Plant and machine
operators

2,183

1.30 (1.20–1.42)

Craft and related workers

2,598

1.09 (1.01–1.17)

Unemployment
(housewives, students)

12,123

0.95 (0.92–0.98)

Marital statusb
c

Married
Single

요할 것으로 보인다.

요약
연구배경: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금연정책으로 성인 남성 흡연율은
감소하고 있다. 직접흡연과 더불어 간접흡연에 의한 위해가 점차 알
려지고 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직장, 가정,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
0.730

연 노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에 간접흡연의 지표인 요 중 코티닌

24,357

1.03 (1.00–1.06)

농도의 변화를 통해서 한국 성인 비흡연자에서 실제 간접흡연 노출

3,913

1.17 (1.11–1.24)

정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a

Excluding 247 unanswered.
b
Excluding 25 people who said they didn’t know.
c
Divorce and bereavement are included.
P-values were obtained by analysis of two-tailed student t-test or one-way ANOVA.

방법: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2008년에서 2011년도, 2014년
에서 2018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요 중 코티닌 조사가 시행된 19세
이상의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하여 요 중 코티닌 농도 값을 성별, 연

가격과 비교했을 때 30% 수준으로 추가적인 가격 인상 정책이 필요

령별, 거주지별, 연도별로 비교하였다.

하다.

결과: 한국 성인 비흡연자의 전체 요 중 코티닌 농도 추이는 2011년

본 연구의 강점으로는 총 9개년도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

부터 감소추세로 바뀌어 2010년 2.82 ng/mL에서 2016년 0.50 ng/mL

용해,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의 국내 간접흡연 노출 정도의 추이를

로 점차 감소하였으나 이후 소폭 증가하였으며, 남녀 모두 이와 같

생체 지표로 확인했다. 이전 2008년부터 2011년도까지의 국내 간접

은 추이를 보였다. 60대 이상에서 감소경향이 적었으며, 도시보다 농

흡연 노출의 변화를 살펴 본 연구보다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분석

촌 거주자에서 최근 3년간 요 중 코티닌 농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

하였고, 시간 순서로 변화 양상을 확인하였다.

결론: 비흡연자에서 요 중 코티닌 농도 수치는 2008년부터 2010년까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 대상자 중 30%만 요 코티닌 검사를

지 증가하다 2011년부터 감소하였으나, 2016년 이후부터 다시 조금

시행한 2010년, 2011년은 1,303, 1,315명으로 수가 적었다. 또한, 2010

씩 증가하였다. 단순 금연구역 확대 정책을 통한 간접흡연 노출 감

년과 2011년 70대 이상 대상자가 다른 년도보다 적어 해당 집단의

소의 한계로 보이며, 흡연율을 낮추는 정책 마련과 기존 정책의 엄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요 중 코티닌은 간접흡

격한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의 노출 정도를 정량적으로 확인하는 객관적인 생체 지표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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