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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환방향족탄화수소 환경 노출과 인슐린 저항성 간의 상관관계:
제2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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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가정의학교실

Association between Environmental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Exposure and Insulin
Resistance: Using The Second Korean National Environmental Health Survey
Hyo-Jin Sa, Hu-Ran Rim, Jae-Kyung Choi*, Kyoung-Jin Kim, Jin-Young Shin, Eun-Jung Oh, Hyuk-Jung Kweon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Konkuk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Konkuk University Medical Center, Seoul, Korea

Background: A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air pollution and insulin resistance has been shown in previous studies as a precursor state of type 2
diabetes, especially in older adult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insulin resistance and environmental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 (PAH) exposure as ubiquitous outdoor and indoor air pollution components.
Methods: From the second Korean National Environmental Health Survey, 5,717 adults aged ≥19 years were included in this study. To identify the
association between environmental PAH exposure (urinary 1-hydroxypyrene, 1-OHP) and insulin resistance, defined by the ratio of triglyceride to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we performed multiple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adjusting for age, sex, education, physical activity,
exposure to smoking and air pollution, body mass index, hypertension, and diabetes mellitus.
Results: Urinary 1-OHP concentration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ratio of triglyceride to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Conclusion: Environmental exposure to PAHs is associated with increased insulin resistance in adults.
Keywords: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Air Pollution; Insulin Resistance; Metabolic Syndrome

오염과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4)

서론

미세먼지의 인체 영향은 2012년 전 세계적으로 약 3백만 명의 사
인슐린 저항성은 혈중 포도당 농도를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많은

망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망자 수 측정의 불확실성을 고려

양의 인슐린이 요구되는 상태로, 인슐린에 대한 세포의 반응 저하나

할 경우에 실제 사망자는 140만 명 내지는 6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무반응 상태를 의미한다.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뿐만 아니라 대사

추정하였다. 이 수치는 전 세계 매년 사망자(5천5백만 명)의 5%에

관련 만성질환이 발생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달하는 수치이다.5)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

있으므로,2,3) 인슐린 저항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 인자를 조

하고 현재 역학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절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 중 환경오염 노출이 대사성 질환 발병의

나라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미세먼지 노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데, 최근 여러 연구에서 환경

출로 인한 위해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6) 최근 연구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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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수 설명

인지장애 같은 중추신경계 이상, 미숙아 출산 증가, 당뇨 같은 대사

연령, 성별, 교육, 신체활동, 흡연 및 대기 오염 노출, 고혈압, 당뇨

성 질환 악화, 악성 종양의 증가 및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의 증가

여부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변수는 생물학적 요인과 이

등 인체의 건강문제에 상당히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전 문헌에 기초하여 확인되었다.16-18)

고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7)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이하, 그 이상으

특히 환경오염 문제로 지적되는 대기 미세먼지의 주성분 중 하나

로 구분하였다. 신체활동량군은 주 3회 이상의 중등도 이상의 신체

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는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19) 체질량지수는 체중(kg )을 신

산화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8) PAHs는 주로 자동

장(m)의 제곱으로 나누어 구하였다. 대기 오염 노출은 주거지역, 도

차배기가스, 연료 연소, 난방 등으로부터 유발되는 실외 대기 환경

로와 집 사이의 거리, 교통량 정도로 구분하였다. 고혈압, 당뇨는 치

과 간접흡연, 요리 연기 등의 실내 대기환경이 주요 노출 경로이

료 약물 복용 여부로 정의하였다.

다.9,10) 최근 서울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PAHs 노출
과 인슐린 저항성 수치를 관찰한 연구가 있지만11) 한국 성인 전 연

5. 통계 분석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2.0 (IBM Corp., Armonk, NY,

령층을 포함시킨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PAHs

USA)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는 복합

환경 노출과 인슐린 저항성 간의 상관관계를 제시하여 PAHs 노출

표본 설계 자료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대

을 줄이기 위한 환경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검정 및 카이제곱 분석을 이용하여 남녀
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소변 1-OHP 농도에 따른 남녀 간의 인슐
린 저항성 간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소변 1-OHP 농도를 4개의 군

방법

으로 나누어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가능성 있는 여러 교란 요인을 조정하였다. 이때 교란 요

1. 연구 대상 및 분류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에 참가

인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각각 분석하였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요

한 전국 400개 표본조사가구에서 19세 이상 총 5,717명을 대상으로

인에 해당하는 연령과 성별을 보정한 모형 A 외에 사회경제적 요인

분석하였다. 이는 복합 표본 설계 자료로서 모집단인 대한민국 전체

인 교육과 신체활동을 추가한 모형 B, 흡연과 대기오염 노출 정도를

인구의 지역별, 연령대별 인구 비율의 특성을 잘 반영하도록 2단계

추가한 모형 C, 대사증후군 요소에 해당하는 체질량지수, 고혈압,

층화 집락 표본 추출방법을 적용하였다.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는

당뇨를 추가한 모형 D, 그리고 당뇨를 제외한 모형 E까지 5가지 모

조사 현장 방문을 통한 1:1 개별면접조사와 생체 시료 채취 및 분석

형으로 그 연관성을 평가하였다. P값이 0.05 미만이면 통계적으로

이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동의를 얻어 수행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12)

자료이므로 추가적인 승인을 받지 않았다.

결과
2. 소변 대사체

PAHs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대표적인 환경오염 성분이면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서 대기오염(미세먼지)의 주성분이다. PAHs의 노출은 소변 1-하이드

대상자의 연령대는 19세 이상의 남녀로 총인원 수는 5,717명이었

록시파이렌(1-Hydroxypyrene, 1-OHP)의 농도를 측정하여 추정하였

다. 성별은 남성 2,518명(44.0%), 여성 3,199명(56.0%)이었다. 50–59세

다. 1-OHP는 PAHs에 단기간 노출되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일반적으

의 인구가 21.9%로 가장 많았고, 19–29세는 9.3%로 가장 적었으며

13)

남녀 간의 차이는 없었다.

로 사용되는 생물학적 지표이다.

평균 BMI는 남자 24.6 kg/m2, 여자 23.9 kg/m2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평균 중성지방은 남자 201.0 mg/dL, 여자 155.1 mg/

3.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저항성은 중성지방/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의 비(TG/

HDL ratio)를 계산하여 평가하였다.

14,15)

dL로 남자에서 유의하게 높았고(P<0.001),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
롤은 남자 50.4 mg/dL, 여자 57.0 mg/dL로 여자에서 유의하게 높았
다(P<0.001). 인슐린 저항성의 지표에 해당하는 TG/HDL ratio는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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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4.5, 여자 3.1로 남자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01).
평균 소변 1-OHP 농도는 남자와 여자 모두 0.30 μg/g Cr으로 차

린 저항성을 제시하였다. 여성 참가자들은 소변 1-OHP 농도가 높아
질수록 TG/HDL ratio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남성 참가자들은

J자 형태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P<0.001). Table 3에서는 잠재적

이가 없었다.
현재 고혈압 유병 중인 경우는 남자 456명(46.3%), 여자 533명

교란 요인을 단계적으로 조정한 후, 소변 1-OHP 농도와 인슐린 저

(42.5%)으로 남녀 간의 차이가 없었지만, 당뇨 유병 중인 경우는 남

항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모든 모델에서 소변 1-OHP 농도와 인

자 209명(21.2%), 여자 195명(15.6%)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슐린 저항성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P<0.001).

(Table 1).

고찰
2. 소변 1-OHP 농도와 인슐린 저항성과의 관계

Table 2에서는 소변 1-OHP 농도의 사분위에 따라 남녀 간의 인슐

본 연구는 한국의 도시 지역 및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
Age (y)

All (N=5,717)

Male (N=2,518)

Female (N=3,199)

P-value*

50.2±15.1

50.6±15.5

49.9±14.8

19–29

531 (9.3)

261 (10.4)

270 (8.4)

30–39

1,031 (18.0)

431 (17.1)

600 (18.8)

40–49

1,174 (20.5)

486 (19.3)

688 (21.5)

50–59

1,253 (21.9)

520 (20.7)

733 (22.9)

60–69

1,059 (18.5)

501 (19.9)

558 (17.4)

669 (11.7)

319 (12.7)

350 (10.9)

24.2±3.4

24.6±3.2

23.9±3.4

151 (2.6)

48 (1.9)

104 (3.2)

18.5–22.9

2,027 (35.5)

759 (30.1)

1,268 (39.6)

23.0–24.9

1,399 (24.5)

671 (26.6)

728 (22.8)

≥25.0

2,139 (37.4)

1,040 (41.3)

1,099 (34.4)

175.3±134.2

201.0±155.7

155.1±110.3

<0.001

54.0±13.8

50.4±12.3

57.0±14.1

<0.001

TG/HDL ratio

3.7±3.7

4.5±4.4

3.1±2.8

<0.001

Urinary PAHs, 1-OHP (μg/g Cr)

0.3±0.7

0.3±0.6

0.3±0.5

≥70
BMI (kg/m2)
<18.5

TG (mg/dL)
HDL-C (mg/dL)

Ex-smoker
Current smoker

3,720 (65.1)

703 (27.9)

914 (16.0)

857 (34.0)

Rural

0.085

3,017 (94.3)
57 (1.8)

1,083 (18.9)

958 (38.0)

125 (3.9)

4,509 (78.9)

1,981 (78.7)

Residence
Urban

<0.001

<0.001

Smoking status
Never smoker

0.087

0.769
2,528 (79.0)

1,208 (21.1)

537 (21.3)

671 (21.0)

3,093 (54.1)

1,408 (55.9)

1,685 (52.7)

high

3,402 (59.5)

1,499 (59.5)

1,903 (59.5)

low

2,315 (40.5)

1,019 (40.5)

1,296 (40.5)

≤Elementary school

1,126 (19.7)

359 (14.3)

767 (24.0)

≤High school

2,475 (43.3)

1,084 (43.0)

1,391 (43.5)

>High school

2,116 (37.0)

1,075 (42.7)

1,041 (32.5)

Physical activityb

2,024 (35.4)

1,006 (40.0)

1,018 (31.8)

Hypertension

989 (44.2)

456 (46.3)

533 (42.5)

0.079

Diabetes mellitus

404 (18.1)

209 (21.2)

195 (15.6)

<0.001

Traffic loada
Traffic volume

0.150
0.978

<0.001

Educational level

<0.001

Past medical history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tandard deviation) for continuous variables or number (%) for categorical variables.
BMI, body mass index; TG, triglyceride; HDL-C,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PAH,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1-OHP, 1-hydroxypyrene; Cr, creatinine.
*
P<0.05. aWithin 100 meters. bDefined as moderate to vigorous leisure.
Using t-test for the continuous variables and χ2 test for the categorical variables. Mean±standard deviation by descript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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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by urinary 1-OHP quartile
1-OHP metabolite (μg/gCr) (N=5,717)
Q1 (<0.14)

Q2 (≥0.14, <0.22)

Q3 (≥0.22, <0.35)

Q4 (≥0.35)

P trend

Number of participants
1,485 (26.0)

1,426 (25.0)

1,378 (24.1)

1,428 (25.0)

Male

All

725 (28.8)

598 (23.7)

600 (23.8)

595 (23.6)

Female

760 (23.8)

828 (25.9)

778 (24.3)

833 (26.0)

TG/HDL ratio
All

3.56±3.18

3.39±2.94

3.76±3.42

4.10±4.8

<0.001

Male

4.29±3.65

4.08±3.20

4.34±3.45

5.21±6.50

<0.001

Female

2.87±2.46

2.89±2.63

3.30±3.32

3.31±2.79

<0.001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an±standard deviation.
1-OHP, 1-hydroxypyrene; Cr, creatinine; TG, triglyceride; HDL-C,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Using ANOVAs for the continuous variables and χ2 test for the categorical variables.

Table 3. Regression coefficients (β [95% CIs]) for change in TG/HDL
ratio by a unit increase in ln-transformed urinary 1-OHP
TG/HDL ratio

저항성을 높이는 데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23,24) 그 외에도
여성은 실내의 요리 연기 노출이 남성보다 더 많은 것을 이유로 제

β

95% CIs

P-value

시하였다.25,26) 에스트로겐 효과를 배제할 수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

Model A

0.069

0.204–0.446

<0.001

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는 성별 간의 인슐린 저항성의 차이는 없었

Model B

0.063

0.173–0.416

<0.001

Model C

0.058

0.146–0.394

<0.001

다.27) 본 연구는 노인뿐만 아니라 19세 이상의 연령층을 포함하고 있

Model D

0.086

0.194–0.548

<0.001

으며, 남녀 모두의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Model E

0.087

0.198–0.553

<0.001

러나 남성에서 소변 1-OHP 농도와 인슐린 저항성 간에 J자 형태의

Model A was adjusted for age and sex. Model B: Model A+further adjusted for
education and physical activity. Model C: Model B+further adjusted for exposure
to tobacco smoke and to air pollution. Model D: Model C+further adjusted for
body mass index, hypertension, DM. Model E: Model D—deductible adjustment
for diabetes. Change in TG/HDL ratio for 1 unit ln-1-OHP increase.
CIs, confidence intervals; 1-OHP, 1-hydroxypyrene; Cr, creatinine; TG, triglyceride; HDL-C,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Using multiple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after adjusting for age, sex, education, physical activity, exposure to tobacco smoke and to air pollution, body mass
index, hypertension, and diabetes mellitus.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는 추후 필요하다.
한 역학 연구에서는 PAHs 환경 노출과 산화 스트레스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120명의 한국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산화 스
트레스의 생체 표지자로 알려진 소변 말론디알데히드(malondial

dehyde, MDA)와 소변 1-OHP간에 관련성이 있었다.8) 또한 502명의
한국 노인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도 소변 MDA 와 소변

1-OHP 간에 연관성이 있다고 했다.11) 이처럼 소변 1-OHP가 산화 스
남녀를 대상으로 PAHs의 환경 노출과 인슐린 저항성 간의 상관관

트레스와 양의 상관 관계가 있고, 산화 스트레스가 인슐린 저항성

계를 조사한 것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가 있음을

발병과 관련될 수 있다는 연구로부터,28) PAHs 노출과 인슐린 저항성

확인했다.

간의 연관성은 산화 스트레스가 PAHs 노출에 의해 증가되는 경로

미세먼지와 대사성 질환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장기

로 설명할 수 있다.

간의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의 증가는 어린이의 지방

그 외 미세먼지와 대사성 질환의 연관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다

조직에서 당 및 지방 대사에 문제를 일으켜 비만을 유도하는 것으

른 가설로서 제시된 ‘metabolic disruptor hypothesis’이 있는데, 이는

로 보고되었다. 아울러 미세먼지 노출 시 전신 염증 반응이 발생하

대사성 질환의 병인에 외인성 화학물질이 잠재적으로 관여할 수 있

면서 당화혈색소 증가와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 2형 당뇨병의 발생

다는 것으로 이번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다.29)

이 증가할 수 있고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영향을 크게 받는 것
20,21)

특히 현재 전세계적으로 당뇨병과 대사 증후군이 증가하고 있기

또한 이전의 다른 연구에서는 오직 여성에서만

때문에 대사성 질환에 대한 일반적인 위험 요인을 조절하는 것도 중

제 2형 당뇨와 대기 오염 간에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었으며, 502

요하지만, 앞서 설명한 여러 가지 새로운 위험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명의 한국 노인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에서도 PAHs 환경 노출

더 나은 전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으로 조사되었다.

22)

이 노인, 특히 과체중 노년 여성의 인슐린 저항성을 높인다는 사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첫째, 단면 연구이므로 인슐린 저항성과

을 밝혀냈다. 이를 뒷받침 하는 가설로 PAHs 노출은 체내에서 여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PAHs 환경 노출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기에

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처럼 활동할 수 있고, 에스트로겐은 인슐린

는 한계가 있었다. 둘째, 19세 미만은 연구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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뇨의 예방을 위해 PAHs 노출을 줄이기 위한 대기질 관리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본 연구결과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하며 향후 코호트 연구 등의 전향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요약
연구배경: 대기 오염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건강 문제
요인 중 하나이다. 이전 연구에서는 대기 오염과 인슐린 저항 사이
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노인층에 집중된 연구결과였다. 본 연
구는 19세 이상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옥외 및 실내 공기 오염의 지
표가 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의 환경 노출과 인슐린 저항성 간의 연관성을 조사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제2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의 성인 5,717명을 대
상으로 하였다. PAHs 환경 노출(1-OHP, urinary 1-hydroxypyrene)과
인슐린 저항성(중성 지방과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의 비율) 사이
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연령, 성별, 교육, 신체 활동, 흡연 및
대기 오염에 대한 노출, 체질량지수, 고혈압 그리고 당뇨를 조정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소변 1-OHP 농도는 중성 지방과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의
비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결론: 성인에서의 PAHs 환경 노출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다.
중심단어: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대기오염; 인슐린 저항성; 대사증
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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