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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성인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던 환자들의 실제 임상자료를 바탕으로 수행된 연구라는 점에서 의

하나 2020년 성인 남성에서의 현재 흡연율은 34.0%, 성인 여성에서

의가 있다. 다만, 단일 병원에 내원했던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했기

의 현재 흡연율은 6.6%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

때문에 연구대상자가 대표성을 띄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향후

다.1) 담배와 담배 연기에는 제1군 발암물질을 포함한 약 70종의 발

금연치료지원사업 등록자에 대한 표본조사를 수행하여 이 제한점

암 물질과 독성 및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암, 폐질

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환, 심혈관 질환 등 각종 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2,3) 또한, 관상동맥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 높은 혈압, 높은 혈당, 높은 중성지방,

질환,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 위험도는 일반적으로 흡연량이 많고

낮은 고밀도 콜레스테롤 등 대사 이상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흡연 기간이 길수록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흡연량이 많고 흡연 기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들의 복합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사증

간이 긴 고도흡연자가 금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4) 본 호에 게재

후군이 있을 경우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심혈관 질

된 이근미 등의 연구에 따르면 1인 가구에서 하루 25개비 이상 담배

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 증가한다.6,7) 또한, 대사증후군 및 대사증

를 피우는 고도흡연자의 비율이 다인 가구에서보다 높은 것으로 나

후군 구성 요소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에서의 고도흡연의 연

알려져 있다.8) 본 호에 게재된 허연 등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에서

관 요인에 대해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는데, 금연 정책에 가구 형태도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상승의 유병률과 위험요인을 제시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금연

였는데, 최근 소아청소년 비만이 증가함에 따라 소아청소년에서의

을 하게 될 경우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다시 감소하게 되는데, 급

대사 이상,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성심근경색의 위험은 금연 후 1년이 지날 때마다 약 반으로 감소하

시의성이 높은 의미 있는 연구 주제라고 할 수 있겠다. 대사증후군

고, 뇌졸중의 위험은 금연 2년 후부터 감소하여 금연 후 5년이 지나

은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인자이며, 반대로 대사증후군과 그 구성요

따라서, 진료 시에

소가 개선되면 제2형 당뇨병의 위험도가 낮아진다.9) 제2형 당뇨병은

금연 상담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보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며 심혈관 질환은 당뇨병 환자의 주요 사망

험공단 금연치료지원사업을 통해 금연 상담과 금연치료약물을 지

원인이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에서 심혈관 질환 예방효과가 있는 약

3,4)

면 비흡연자와 비슷한 정도로 낮아지게 된다.

5)

원하고 있다. 본 호에 게재된 선우성 등의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

물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10) 본 호에 게재된 강성구 등의

험공단 금연치료지원사업 이후 금연클리닉에서 진료를 받은 흡연자

종설에서는 당뇨병 약제의 심혈관 질환 예방효과에 대해 다루고 있

의 금연 성공 연관 요인에 대해 제시하였는데, 금연클리닉에 등록했

는데, 당뇨병 약제의 최근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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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 당뇨병 환자 진료 시 약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 좋은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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