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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산화비타민 섭취와 만성폐쇄성폐질환 위험도 간의 관련성: 지역사회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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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Depletion of endogenous antioxidants and chronic oxidant burden play a key role in the pathogenesis of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Dietary antioxidants have been suggested to have
protective role against COPD. The prospective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effect of dietary antioxidants
on the COPD risk and lung function in Korean.
Method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community-based Korean Genome Epidemiology Study (KoGES)
Cohort. To diagnose the COPD, forced expiratory volume (FEV1) and forced vital capacity (FVC) was measured
by spirometry. The dietary intake of antioxidant vitamins was estimated from validated food-frequency
questionnaire.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was examined to evaluate the OR after adjusted for age, sex, marital
status, income, history of asthma, history of tuberculosis, and smoking.
Results: The risk of COPD decreased with increase in the dietary vitamin C intake (ORQ1vs.Q5=0.66, Ptrend=0.03)
and vitamin E (ORQ1vs.Q5=0.56, Ptrend=0.05); predominantly, in men (OR=0.61, Ptrend=0.01 for vitamin C; OR=0.54,
Ptrend=0.05 for vitamin E). The combined effect of smoking and dietary antioxidant vitamins C or E intake on
COPD risk among men were observed.
Conclusions: Our results suggest the independent beneficial effect of antioxidants, particularly vitamins C and
E, and the combined effect of smoking and antioxidant vitamins on the risk of COPD and the lung function
in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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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흡연율이 높은 국가에서 예방적 측면에서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는 공중 보건
1
2
문제이다 . COPD 사망률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감소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 흡연은
폐에 산화적 부담을 증가시켜 활성산소(ROS) 유도하는 염증 반응을 활성화시킨다. 폐에 높은 ROS 수준은 지질 과산
화, NFκB 활성, 신호 전달, 크로마틴 리모델링 및 염증성 매개체의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키고, COPD 환자의 염증
3
반응을 증가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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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비타민 C와 E로 대표되는 식이 항산화 물질은 폐의 항산화 방어 기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4. 비타민 C는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온 슈퍼옥사이드 리다칼을 제거하고, 비타민 E는 지질 과산화 체인을 파괴하
5
여 산화적 손상에 대한 일차적 방어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항산화비타민의 양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의 COPD
6
7
위험도 감소에 대한 효과는 몇몇 전향적 연구에서 관찰되어 왔다 . 비타민 C의 폐 기능 향상 효과와 비타민 E의
8
COPD 위험도에 대한 음의 관련성 또한 이러한 전향적 연구에서 보고되었다 . 다른 전향적 연구는 건강한 대상자들에
9
게서 혈청과 식이의 비타민 C와 E의 높은 수준은 FEV1과 FVC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
본 연구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향적 코호트를 이용하여 한국인의 COPD 위험도 및 폐 기능에 대한 식이
항산화비타민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계획되었다. 또한 흡연과 항산화비타민 섭취가 COPD 발생 위험도에 미치는
복합(combined) 효과를 지니는지에 대한 추가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방법
1) 연구 대상자 선정

연구 설계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전 보고서에 기술하였으나10, 간단히 요약하면, 지역 기반의 한국인유전
체코호트의 하나인 안산안성코호트 대상자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대상자 모집은 2001년 5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1차 추적은 2003년 4월부터 2005년 2월까지 그리고 2차 추적은 2005년 2월부터 2006년 11월 실시되었
다. 모든 연구 절차는 국립보건연구원 기관검토위원회에 의해 승인을 받았다. 모든 참가자는 동의서를 작성하였으며,
건강 조사와 관련된 설문을 작성하고 혈액 및 소변 시료를 제공하였다.
분석을 위해 저자는 40세 이하와 69세 이상 연령 참가자(n=39), 기저조사 당시 COPD 정보와 관련된 설문을 완료하
지 않은 참가자(n=247), 식이 정보가 없거나 일반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수준에 에너지 섭취량을 보고한 참가자
(n=625)를 제외하였다. 제외 기준을 적용 후, 9,127명이 연구를 위한 분석 대상자로 남았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
결과 측정은 새로운 COPD 발생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반 조사에서 COPD 과거력을 보고한 자(n=867), 1,
2차 추적조사 시 COPD 정보가 보고되지 않은 참가자(n=1,410), 그리고 1차 추적조사에서 COPD로 분류되었으나,
두 번째 추적조사에서는 정상인 대상자들을(n=69) 제외하였다. 따라서 최종 6,781명의 참가자들이 본 연구를 위해
분석되었다.
2) 폐 기능 및 COPD 발생 여부 확인

폐 기능은 기저조사뿐만 아니라, 1, 2차 추적조사 등 매 방문 때마다 VMAX2130 (Sensormedics Corporation,
Yorba, CA, USA)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COPD 평가를 위해서는 미국흉부학회에서 채택한 GOLD guideline을 이용
하였다. 즉 preFEV1/preFVC 비가 0.70 미만인 경우 COPD 발생으로 정의하여 분류 기준으로 이용하였다.
3) 항산화비타민 섭취도 평가
11

이용된 식품섭취빈도조사법의 타당도와 재현성은 이전 연구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 코호트 참가자들은 103개
식품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FFQ를 작성하였으며, 이 식이 질문지는 섭취 빈도와 1회 분량의 정보를 함께 질문하는
반정량적 식품섭취빈도조사법을 이용하여 구성되어 있다. 각 섭취된 식품의 1일 섭취량을 통하여 섭취된 각 영양성분
을 추정하였으며, 항산화비타민의 경우 한국인 식품섭취구성표에 제시되어 있는 비타민 A, C, E를 중심으로 분석
12
추정치를 계산하여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
4) 통계분석

참가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분포 및 생활 습관 요인들의 분포는 단순 분포를 이용하여 제시하였으며, COPD 발생
위험도에 대한 분석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영양소의 섭취에 따른 COPD 위험도 분석을
위하여 각 섭취량을 5분위수 나누어 범주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가장 적게 섭취한 집단을 기준으로 그 위험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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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effect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lifestyle factors on the risk of COPD

Age
40∼44
45∼49
50∼54
55∼59
60∼64
65∼69
Sex
Male
Female
Job
House keeper
Office worker
Farmer
Private business
Sales work
Blue-color job
Professional
Others
Education
Elementary
Middle school
High school
More than college
Marriage status
Couple
Single
Type of house
Single house
Apartment
Multiplex housing
Others
Income (USD)
＜500
500∼999
1,000∼1,499
1,500∼1,999
2,000∼2,999
≥3,000
Self-healthiness
Very bad
Bad
Normal
Good
Very good

COPD (n=325)

At risk (n=6,781)

56.7±9.02
52 (16.0)
36 (11.1)
32 (9.90)
51 (15.7)
72 (22.2)
82 (25.2)

51.0±8.45
1,966 (29.0)
1,548 (22.8)
898 (13.2)
872 (12.9)
815 (12.0)
682 (10.1)

0.88
1.36
2.29
3.57
5.03

Ref
(0.57∼1.35)
(0.87∼2.13)
(1.54∼3.39)
(2.47∼5.15)
(3.51∼7.21)

Ref
0.79 (0.51∼1.23)
1.25 (0.78∼2.01)
2.38 (1.53∼3.70)
4.01 (2.59∼6.21)
5.08 (3.22∼8.03)
Ptrend＜0.01

255 (78.5)
70 (21.5)

3,098 (44.0)
3,683 (54.3)

Ref
0.22 (0.17∼0.28)

Ref
0.35 (0.21∼0.57)

30
13
136
42
0
13
16
73

(9.30)
(4.00)
(42.1)
(13.0)
(0.00)
(4.00)
(5.00)
(22.6)

1,966
336
1,632
1,040
96
390
295
976

(29.5)
(5.00)
(24.1)
(15.4)
(1.40)
(5.80)
(4.40)
(14.4)

0.35 (0.19∼0.65)
Ref
2.07 (1.20∼3.57)
0.96 (0.52∼1.75)
0.78 (0.37∼1.67)
1.30 (0.63∼2.68)
1.84 (1.04∼3.25)

0.77 (0.36∼1.62)
Ref
0.98 (0.52∼1.84)
0.97 (0.52∼1.81)
1.06 (0.48∼2.34)
1.19 (0.56∼2.51)
1.16 (0.63∼2.13)

122
66
95
40

(37.8)
(20.4)
(29.4)
(12.4)

2,049
1,497
2,185
1,022

(30.3)
(22.2)
(32.4)
(15.1)

Ref
0.73 (0.54∼0.99)
0.72 (0.54∼0.94)
0.64 (0.45∼0.92)

Ref
0.95 (0.67∼1.36)
0.95 (0.66∼1.36)
0.71 (0.45∼1.14)
Ptrend=0.27

287 (88.3)
38 (11.7)

6,138 (90.5)
643 (9.50)

Ref
1.28 (0.90∼1.82)

Ref
1.43 (0.96∼2.13)

207
63
48
6

(63.9)
(19.4)
(14.8)
(1.90)

3,407
2,105
1,176
87

(50.3)
(31.1)
(17.4)
(1.30)

Ref
0.48 (0.36∼0.63)
0.66 (0.48∼0.90)
1.14 (0.49∼2.65)

Ref
0.77 (0.53∼1.12)
0.93 (0.63∼1.37)
1.29 (0.53∼3.18)

81
62
54
40
44
41

(25.2)
(19.3)
(16.8)
(12.4)
(13.7)
(12.7)

1,082
989
1,047
970
1,314
1,292

(16.2)
(14.8)
(15.6)
(14.5)
(19.6)
(19.3)

0.86
0.70
0.56
0.45
0.42

Ref
(0.62∼1.21)
(0.50∼1.00)
(0.38∼0.82)
(0.31∼0.65)
(0.29∼0.62)

Ref
0.88 (0.61∼1.28)
0.90 (0.60∼1.34)
0.87 (0.55∼1.38)
0.83 (0.52∼1.33)
0.81 (0.49∼1.34)
Ptrend=0.10

13
90
114
102
5

(4.00)
(27.8)
(35.2)
(31.5)
(1.50)

222
1,936
2,472
2,036
100

(3.30)
(28.6)
(36.5)
(30.1)
(1.50)

0.78
0.77
0.84
0.84

Ref
(0.44∼1.40)
(0.44∼1.37)
(0.47∼1.49)
(0.29∼2.39)

Ref
0.81 (0.43∼1.49)
0.85 (0.46∼1.58)
0.91 (0.49∼1.71)
0.85 (0.28∼2.55)
Ptrend=0.56

2.42 (1.28∼4.58)
3.24 (1.25∼8.38)
1.95 (1.29∼2.94)

3.68 (1.84∼7.38)
1.38 (0.50∼3.82)
1.84 (1.18∼2.87)

Physicians-reported Comorbidity
Asthma
Chronic respiratory
Tuberculosis

102

(yes)
11 (3.40)
5 (1.60)
27 (8.40)

103 (1.50)
36 (0.50)
314 (4.60)

C OR (95% CI)

Adj OR (95%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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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COPD (n=325)

At risk (n=6,781)

C OR (95% CI)

Adj OR (95% CI)*

Cigarette smoking
Never
Former
Current

87 (26.9)
82 (25.3)
155 (47.8)

4,145 (61.6)
1,045 (15.5)
1,540 (22.9)

Ref
3.98 (2.92∼5.41)
5.22 (3.99∼6.83)

Ref
2.20 (1.45∼3.35)
3.35 (2.28∼4.92)
Ptrend＜0.01

Alcohol drinking
Never
Former
Current

101 (31.2)
29 (9.00)
194 (59.9)

3,168 (46.9)
372 (5.50)
3,219 (47.6)

Ref
0.51 (0.40∼0.66)
1.32 (0.88∼1.98)

82 (25.3)

2,005 (29.6)

0.80 (0.62∼1.03)

Ref
1.11 (0.82∼1.52)
1.06 (0.68∼1.64)
Ptrend=0.52
0.94 (0.71∼1.24)

219 (67.4)
106 (32.6)

3,738 (55.1)
3,043 (44.9)

Ref
0.58 (0.46∼0.74)

Exercise (yes)
BMI
＜25
≥25

Ref
0.71 (0.55∼0.91)
Ptrend=0.01

C OR: crude odds ratio; Adj OR: adjusted odds ratio; BMI: body mass index; USD: United States Dollar.
*Odds ratio adjusted for age, gender, marriage status, BMI, energy, history of asthma and tuberculosis, and cigarette smoking.

분석하였다. COPD 위험도 따른 영양소 섭취량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교란변수로 연령,
성별, 결혼 상태, BMI, 에너지, 천식과 결핵 과거력, 흡연 등을 보정하여 다중회귀로짓분석을 수행하였다.
COPD 위험에 비타민 C 또는 비타민 E 섭취량과 흡연 사이의 복합적 효과 측정을 위한 추가 분석을 위하여,
상호작용 효과는 교호 작용이 있는 변수를 포함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우도비검정법을 이용하여 비교하여 분석하
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AS 통계 소프트웨어(version 9.2,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이용하였다.
3. 결과
연구 대상의 일반 특성과 생활 습관 요인들의 분포와 COPD 발생률과의 관련성은 Table 1에 기술하였다. 코호트
대상자 중 1, 2차년도 추적 기간 동안 새롭게 발생한 COPD 환자는 325명이었으며, COPD 환자들이 정상인 집단
보다 다소 연령이 많을 것으로 관찰되었다. COPD 위험은 연령에 따라 증가했으며, 여성에게서 감소했고, 결혼 상태
가 미혼에게서 증가했다. 천식과 결핵의 과거력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는 COPD를 진단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만성
호흡기 질환의 과거력을 가진 대상자들은 그렇지 않았다.
흡연은 COPD 위험과 관련이 있었으나, 흡연량과 음주는 아무 관련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높은 BMI는 감소된
COPD 위험과 유의하게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산화비타민을 비롯한 영양소 섭취에 따른 COPD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2에 남녀에 따른 층화분석 결과
를 제시하였다. 각각 항산화비타민에 대해 가장 낮은 분위수와 비교할 때, 레티놀과 비타민 C의 가장 높은 섭취에
속하는 남자들은 보정된 COPD 위험이 감소되었다. 그러나 비타민 E 섭취와는 어떤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비타민 E 섭취는 위험 여성 대상자보다 COPD 여성 환자에게서 낮았지만, 그에 반해서 여성에게서 COPD 위험에
선택된 항산화비타민의 어떤 관련성도 관찰되지 않았다.
흡연과 항산화비타민의 섭취에 따른 복합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복합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통계검정 결과는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비타민 C 또는 E의 가장 낮은 섭취하면서 현재 흡연을
하는 대상자의 경우 각 항산화비타민의 섭취가 높은 비흡연자들에 비해 COPD 발생 위험도는 약 3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흡연 여부에 따른 층화분석을 실시할 경우, 항산화비타민 C 및 E의 섭취도와 COPD 위험
사이에 어떠한 유의한 결과도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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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association between daily dietary nutrients intake and COPD risk among men and women
Odds ratio
Q2
Men
Energy-source nutrients
Energy (Kcal)
Protein (g)
Fat (g)
Carbohydrate (g)
Fiber (g)
Antioxidant vitamins
Vitamin A (R.E.)
Retinol (μg)
Carotene (μg)
Vitamin C (mg)
Folate (ug)
Vitamin E (mg)
Women
Energy-source nutrients
Energy (Kcal)
Protein (g)
Fat (g)
Carbohydrate (g)
Fiber (g)
Antioxidant vitamins
Vitamin A (R.E.)
Retinol (μg)
Carotene (μg)
Vitamin C (mg)
Folate (μg)
Vitamin E (mg)

Q3

Q4

Q5

Pfor

trend

0.73
0.87
0.98
1.18
1.06

(0.45∼1.18)
(0.53∼1.44)
(0.60∼1.61)
(0.72∼1.95)
(0.68∼1.64)

1.06
0.96
1.18
0.94
0.89

(0.68∼1.65)
(0.55∼1.66)
(0.72∼1.96)
(0.51∼1.76)
(0.56∼1.42)

1.06
1.01
0.80
1.00
0.97

(0.65∼1.59)
(0.53∼1.93)
(0.45∼1.40)
(0.46∼2.15)
(0.60∼1.60)

0.91
0.66
0.70
0.80
0.80

(0.58∼1.43)
(0.30∼1.42)
(0.37∼1.35)
(0.31∼2.03)
(0.47∼1.35)

0.77
0.45
0.19
0.53
0.37

1.31
0.81
1.02
0.83
0.82
0.89

(0.84∼2.03)
(0.53∼1.22)
(0.66∼1.58)
(0.56∼1.23)
(0.53∼1.27)
(0.58∼1.38)

1.08
0.94
0.98
0.68
0.83
0.53

(0.68∼1.72)
(0.61∼1.46)
(0.63∼1.54)
(0.45∼1.04)
(0.53∼1.30)
(0.32∼0.87)

0.88
0.79
0.83
0.56
0.86
0.78

(0.53∼1.44)
(0.50∼1.25)
(0.52∼1.33)
(0.36∼0.89)
(0.54∼1.37)
(0.46∼1.31)

0.99
0.46
0.92
0.61
0.58
0.54

(0.61∼1.62)
(0.28∼0.78)
(0.58∼1.45)
(0.37∼1.01)
(0.34∼0.97)
(0.31∼0.98)

0.40
0.01
0.48
0.01
0.09
0.06

0.79
0.71
0.52
0.42
0.72

(0.41∼1.54)
(0.33∼1.49)
(0.23∼1.14)
(0.18∼1.01)
(0.32∼1.61)

0.86
0.99
1.05
0.97
1.05

(0.41∼1.81)
(0.41∼2.37)
(0.50∼2.23)
(0.38∼2.52)
(0.47∼2.34)

0.92
0.84
1.13
0.67
1.47

(0.43∼1.99)
(0.27∼2.57)
(0.46∼2.77)
(0.17∼2.63)
(0.67∼3.23)

1.43
0.90
1.07
1.15
1.42

(0.67∼3.05)
(0.23∼3.49)
(0.36∼3.20)
(0.22∼6.09)
(0.57∼3.56)

0.51
0.92
0.65
0.99
0.21

0.76
0.54
0.53
0.52
0.78
0.82

(0.34∼1.68)
(0.22∼1.29)
(0.23∼1.24)
(0.22∼1.23)
(0.36∼1.70)
(0.40∼1.67)

1.22
1.29
0.87
1.15
0.67
0.94

(0.57∼2.62)
(0.64∼2.59)
(0.40∼1.88)
(0.57∼2.34)
(0.28∼1.61)
(0.42∼2.09)

1.12
1.04
1.12
0.90
1.93
0.92

(0.51∼2.48)
(0.50∼2.18)
(0.54∼2.33)
(0.41∼1.96)
(0.92∼4.05)
(0.39∼2.20)

1.56
0.97
1.16
0.78
1.38
0.43

(0.71∼3.43)
(0.39∼2.22)
(0.55∼2.47)
(0.33∼1.85)
(0.57∼3.31)
(0.14∼1.38)

0.20
0.73
0.36
0.92
0.14
0.37

Q1 is taken as reference; Odds ratio adjusted for age, gender, marriage status, BMI, energy, history of asthma and tuberculosis, and
cigarette smoking.

4. 고찰
항산화비타민의 섭취는 레티놀, 비타민 C 및 E의 섭취량 증가에 따라 COPD 위험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러한 특징은 남성에게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남성들 중에 COPD 위험에 대한 흡연과
항산화비타민 섭취에 따른 복합 효과를 관찰한 결과, 낮은 비타민 C 또는 E 섭취를 하는 현재 흡연자는 비타민
섭취가 높은 비흡연자보다 위험도가 뚜렷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연령의 증가와 남성에게서 그 위험도가 증가하는 COPD 발생 위험도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의 측면에서 보면, 낮은
13
교육 수준과 가계 소득과 관련이 있었으며, 이는 Yin 등 이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건강한 생활
습관과 건강한 식이 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된다. 결핵과 천식 과거력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14
경우, Eisner 등 은 만성 천식과 기도 폐쇄 및 폐 기능의 가속 손실 모두 사이의 명백한 관계를 보고하였고, 기도
폐쇄가 직접적으로 COPD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천식은 COPD 발전으로 사람이 쉽게 걸릴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Hnizdo 등15). 비만도에 따른 COPD 발생 위험도는 보호 효과를 보였으며, 이는 단백질-열량 영양불량이 감염에
대한 민감도를 증가시켜 세포 매개성 면역력의 감소와 순환하는 T세포 수의 감소시키기 때문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된
16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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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teraction between smoking and antioxidant vitamins C and E intake on the COPD risk among men
COPD cases

Subjects at risk

Odds ratio

Highest

Lowest

Highest

Lowest

Highest

Lowest

Vitamin C
Non-current smoker
Current smoker

59
78

47
71

1,082
835

475
445

Reference
2.54 (1.51∼4.26)

1.42 (0.90∼2.24)
2.96 (1.88∼4.67)
Pinteraction=0.43

Vitamin E
Non-current smoker
Current smoker

54
87

52
62

1,050
862

507
408

Reference
3.14 (1.87∼5.25)

1.54 (0.94∼2.52)
2.98 (1.78∼4.97)
Pinteraction=0.11

Odds ratio adjusted for age, marriage status, BMI, energy, history of asthma, and tuberculosis.

비록 COPD 발생에 있어 비타민 C의 보호적 역할에 대한 기전이 잘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폐에서의 비타민 C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전이 제안되어 왔다.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과 자유 라디칼에 의해 생성되는
17,18
지질 과산화로부터의 보호 효과를 통하여 폐 조직을 재생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 게다가 비타민
C는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을 제거하고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폐를 보호하는 역할도 알려져 있다5. 따라서 폐 조직에서
비타민 C의 보호 역할을 의미한다. 이는 높은 비타민 C 섭취가 COPD 발생 위험 간의 음의 상관성을 관찰한 저자의
7
결과를 지지해 줄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연구 결과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관찰할 수 있다 . 본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C의 항산화적 효과는 남성에게서 보다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5,8
19
COPD 발생 위험도에 대한 비타민 E 섭취의 보호 효과는 다른 연구 결과들과 유사하다 . Howard 등 에 의해
제안된 연구 결과, 비타민 E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의 세포막 재생(membrane repair)과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해
유도되는 손상을 예방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비타민 E는 세포막 손상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20, 과산화지질
21
에 의한 산화적 연쇄반응을 끊어서 덜 활성 형태의 ROS를 만들어 그 반응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항산화비타민의 섭취 효과가 COPD 발생에 있어 흡연과의 상호 관련을 지니는지에 대한 관심은 생활습관적 측면에
서의 중재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흡연은 ROS의 생성으로 이어지는 폐에 염증 세포를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증가된 ROS 수준은 NFκB의 활성화와 같이 몇몇의 세포 과정을 작동시키고, COPD 환자들에
3
게 염증을 일으킨다 . 식이 중 항산화 물질은 흡연으로 인해 기인되는 NFκB의 활성, 히스톤의 아세틸화, 그리고
이러한 활성으로 상향조정되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의 재저장성(restoration)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전염증성
3
(proinflammatory) 반응 등을 저해할 수 있다 . 본 연구에서 낮은 비타민 C와 E 섭취와 흡연이 COPD 위험도에
있어 상승작용(combined effect)을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어 상기의 복합 기전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COPD 진단에 있어 낮은 민감도, 비특이적 분류오류(non-differential misclassification), 식이 섭취 측정
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억의존성에 따른 오류, 짧은 추적 기간 등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코호트의 자료 이용, 방대한 대상자 수에 따른 교란 변수의 보정 가능 및 타당성이 검증된 FFQ를
이용하였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전향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항산화비타민, 특히 비타민 C와 E의 COPD
발생 위험에 대한 보호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흡연율이 높은 한국인 남성에게 있어 흡연과 항산화비타민 섭취
간의 상호 복합적 상승작용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항산화비타민 C 혹은 E의 섭취 증가는 COPD 발생에
있어 흡연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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