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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인에서 비만과 혈청 Cystatin C의 연관성
강양호*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내과

Association of Obesity with Serum Cystatin C in Korean Adults
Yang Ho Kang*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School of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Yangsan Hospital, Yangsan, Korea

Background: Serum cystatin C has been reported as a marker of preclinical kidney disease and might be associated with cardiovascular risk
factors. However, there are few data on the association between obesity and serum cystatin C, especially in the Asian population.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is association using body mass index (BMI) and waist circumference in Korean adults.
Methods: We analyzed the anthropometric and biochemical data of 1,528 subjects (928 men and 600 women) who visited the health promotion
center for a routine medical checkup. Subjects were classified as normal weight, overweight, or obese according to BMI and waist circumference.
Results: According to BMI, mean serum cystatin C was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normal weight to obesity in men (normal weight, 0.91 mg/
L; overweight, 0.92 mg/L; obese, 0.94 mg/L, P< 0.05) and women (normal weight, 0.81 mg/L; overweight, 0.83 mg/L; obese, 0.90 mg/L, P< 0.001).
Regarding waist circumference, mean serum cystatin C was also significantly increased in both genders. The prevalence of increased serum cystatin C (≥ 1.0 mg/L) was significantly increased and the relative risks of increased serum cystatin C for the prevalence of obesity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men (OR, 1.42; P= 0.013) and women (OR, 1.74; P= 0.026).
Conclusion: According to increases in BMI and waist circumference, level of serum cystatin C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Korean adult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obesity is associated with serum cystatin C in the Asian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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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념인 대사증후군11-13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

서 론

고 있다.
혈청 cystatin C는 cystatine protease inhibitors 족(family)에 속하

역시 중요한 심혈관계 위험인자 중 하나인 비만과의 연관성에 있어

는 저분자(13 kD) 단백질로 사구체로 자유롭게 여과되고 신세관 세

서, Muntner 등14은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에 따라 정상

포에 의해 거의 완전히 재흡수된 후 이화되는 특성으로 혈청 크레아

체중, 과체중, 비만, 고도비만 등으로 분류하여 cystatin C 수치를 비교

티닌보다 신기능을 평가하는 데 더 유용하여 조기 신질환을 예측할

하였을 때, 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혈청 cystatin C가 증가하는 것으

수 있는 인자로 알려져 있다. 또한, 혈청 cystatin C는 당뇨병성 신질

로 보고하였고, Shankar 등15도 역시 높은 체질량지수가 cystatin C의

환에서 기능저하를 평가하고 예측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보고되고

증가와 독립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는 모두 미

있다.

혈청 cystatin C는 심혈관계 질환과 연관된 위험인자들과도

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고 이전 보고16에서 cystatin C는 인종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고혈압7, 고혈당8,9, 인슐린 저

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아시아인에서 비만지표와 혈청

항성 과 같은 심혈관 위험인자와 연관성이 알려져 있고, 이를 포괄하

cystatin C의 연관성을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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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 분석

만 현재까지 아시아 인구를 대상으로 대한 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와 허리둘레

혈청 cystatin C는 남자에서 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14 성

(waist circumference)에 따라 정상 체중(normal weight), 과체중

별로 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인에서 과체중과 비만 기준19에

(overweight), 비만(obesity)으로 나누어 혈청 cystatin C와의 연관성

의거하여 체질량지수는 18.5 ≤ 체질량지수 < 23.0 kg/m2인 경우 정상

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체중군, 23.0 ≤ 체질량지수 < 25.0 kg/m2인 경우 과체중군, ≥ 25.0 kg/
m2인 경우 비만군으로 분류하였고, 허리둘레는 남자에서 ≥ 90 cm,

여자에서 ≥ 85 cm인 경우 비만군으로 분류하였다. 이전 혈청 cystatin

방 법

C의 만성 신 질환 발생에 대한 임계점(cut-off point)에 대한 연구결과

1. 연구 대상

14,20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단일 기관 건강검진센터에서 종합검진을

를 근거로 하여 혈청 cystatin C가 1.0 mg/L 이상 증가할 때 혈청

cystatin C 증가군으로 분류하였다.

받은 20세에서 70세 사이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Muntner 등 의

연속변수들은 평균(mean) ±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로

분석을 참조하여 체질량지수가 18.5 kg/m 미만으로 저체중인 경우

표시하였다. 체질량지수에 따른 정상 체중군, 과체중군, 비만군 간 각

는 제외하였고, 수치가 정상 기준치의 3배 이상 증가되어 간 질환이 의

지표들의 비교는 일원 배치 분산분석(one way ANOVA test)과 사후

심되는 경우, 갑상선 질환이 혈청 cystatin C 수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

분석(post-hoc analysis)으로 Student-Newman-Keuls test를 이용하

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갑상선 자극호르몬(thyroid stimulating hor-

였다. 허리둘레에 따른 정상군과 비만군 간의 비교는 독립표본 T 검정

mone, TSH)이 정상범위(TSH < 0.27 μIU/mL 또는 TSH > 4.2 μIU/

(independent t-test)을 실시하였다. 혈청 cystatin C와 나이, 체질량지

mL)를 벗어나는 경우, 혈청 크레아티닌치가 1.2 mg/dL 이상으로 증가

수, 허리둘레의 상관관계는 Spearman 편상관분석을 이용하였다. 혈

되어 만성 신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

청 cystatin C 증가군(≥1.0 mg/L)과 비증가군 간의 비만 빈도 비교는

tein (hs-CRP)가 10 mg/dL 이상으로 증가되어 급성 감염 질환이 의심

chi-square test를 이용하였고 %로 표시하였다. 혈청 cystatin C 증가

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혈청 cystatin C가 측정된 1,528명(남자 928

군에서 체질량지수 또는 허리둘레에 따른 비만 빈도에 대한 비교 위

명, 여자 600명)을 본 연구 분석에 포함하였다.

험도를 알아보기 위해 비보정(non-adjusted), 나이 보정(age-adjust-

14

2

17

본 연구의 데이터 수집과정은 후향적으로 이루어졌고 종합검진 대

ed), 다변수 보정(나이, 총 콜레스테롤, 수축기 혈압을 함께 보정) 모형

상자의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었으며 대상자의 개인정보는 모두

으로 나누어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각각에 대한 OR

제거된 상태에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이 이루어져 임상시험윤리위원

값(odd ratio)과 95% 신뢰구간(95% confidence interval, 95% CI)을

회(IRB)에서 심의를 면제받았다.

산출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05로 설정하였다. 모든 통
계 분석은 SPSS 통계 패키지 버전 18 (SPSS Inc., Chicago, IL, USA)을

2. 연구 방법

이용하였다.

신장과 체중은 자동신장체중계를 이용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측정하였고 허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최하위 늑골 하부와 골반

결 과

장골능의 중간부위에서 측정하였다. 체질량지수는 체중(kg)/신장의
제곱(m2)으로 계산하고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였다. 혈압은 앉은

1. 체질량지수에 따른 각 군 간의 대사적 지표들의 특징

자세에서 5분간 안정을 취한 후 우측 상완에서 측정하였다. 8시간 공

체질량지수에 따라 정상 체중군(남자 246명, 여자 307명), 과체중

복상태 후 혈액검사를 실시하여 혈당, 인슐린, 총 콜레스테롤, LDL 콜

군(남자 290명, 여자 138명), 비만군(남자, 392명, 여자 155명)으로 분

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ala-

류하여 비교하였을 때, 정상 체중에서 비만으로 체질량지수가 증가

nine aminotransferase (ALT), 중성지방, hs-CRP 등을 측정하였다.

할수록 남녀 모두에서 허리둘레,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공복 혈

혈청 cystatin C는 immunoturbidimetric assay (TBA-200FR NEO;

당, 공복 인슐린, HOMA-IR, 중성지방, AST, ALT, 요산, hs-CRP 등의

Toshiba,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인슐린 저항성의

유의한 증가가 관찰되었고 HDL 콜레스테롤은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지표인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insulin resistance (HOMA-

또한, 여자에서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의 유의한 증가를

IR)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하였다.

보였다(Table 1).

18

HOMA-IR= 공복인슐린(μU/mL) ×공복혈당(mmol/L)/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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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groups defined by the ranges of body mass index in men and women
Men
Variables

Normal weight
(N= 246)

Age (yr)
WC (cm)
BMI (kg/m2)
SBP (mmHg)
DBP (mmHg)
FBG (mg/dL)
Insulin (μU/mL)
HOMA-IR
TC (mg/dL)
LDL-C (mg/dL)
TG (mg/dL)
HDL-C (mg/dL)
AST (IU/L)
ALT (IU/L)
BUN (mg/dL)
Creatinine (mg/dL)
Uric acid (mg/dL)
Hs-CRP (mg/dL)

51.7± 9.1
80.2± 4.7a
21.4± 1.1a
114.9± 12.5a
77.1± 9.8a
96.1± 21.0a
3.44± 1.78a
0.82± 0.48a
215.7± 33.9
132.8± 30.3
117.0± 72.3a
55.6± 12.9a
24.4± 10.1a
24.4± 12.7a
13.7± 3.2a
0.93± 0.10a
6.0± 1.3a
0.13± 0.18a

Overweight
(N= 290)
52.6± 8.7
86.8± 3.9b
23.9± 0.5b
119.3± 12.3b
79.6± 9.8b
101.1± 27.3b
4.49± 2.9b
1.13± 0.85b
214.4± 37.6
133.1± 34.4
141.9± 90.3b
50.8± 11.4b
30.0± 10.0a
29.3± 14.5b
14.4± 3.5b
0.96± 0.11b
6.5± 1.2b
0.15± 0.39a

Women
Obesity
(N= 392)

P for trend

51.1± 8.9
94.1± 6.3c
27.1± 2.0c
121.6± 11.6c
81.3± 9.3c
104.2± 23.9b
6.48± 3.8c
1.70± 1.24c
215.7± 39.4
135.1± 34.7
175.2± 105.3c
47.5± 11.1c
32.5± 12.3b
35.4± 18.5c
14.6± 3.4ab
0.96± 0.11b
6.5± 1.5b
0.20± 0.38b

0.119
<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0.536
0.624
< 0.001
< 0.001
< 0.001
< 0.001
0.078
0.003
< 0.001
0.031

Normal weight
(N= 307)
49.9± 8.6a
74.7± 5.1a
20.9± 1.3a
110.0± 13.5a
71.5± 9.9a
88.7± 12.2a
3.60± 1.74a
0.80± 0.44a
209.2± 36.2a
123.5± 33.2a
87.4± 57.9a
61.6± 12.9a
24.4± 10.6a
18.6± 11.8a
13.0± 3.4a
0.70± 0.09
4.5± 0.9a
0.07± 0.18a

Overweight
(N= 138)

Obesity
(N= 155)

51.3± 8.3b
81.1± 4.6b
23.7± 0.5b
116.5± 12.0b
75.2± 9.1b
93.9± 20.6b
4.65± 2.31b
1.10± 0.65b
215.6± 34.1ab
131.5± 33.6b
104.3± 82.6b
59.1± 13.7b
24.8± 8.1a
19.8± 13.0a
13.3± 3.8b
0.71± 0.09
4.8± 1.0b
0.11± 0.16 a

55.7± 8.4c
90.4± 7.1c
27.4± 2.6c
122.0± 12.7c
77.5± 7.9c
100.4± 21.3c
6.53± 3.60c
1.64± 1.01c
221.2± 44.5c
137.8± 40.9b
130.3± 98.3c
54.4± 12.8c
27.7± 11.0b
26.0± 15.7b
13.9± 3.4ab
0.71± 0.11
5.0± 1.1b
0.19± 0.35b

P for trend
<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0.005
< 0.001
< 0.001
< 0.001
0.005
< 0.001
0.076
0.565
< 0.001
< 0.001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SD).
Normal weight, 18.5≤ BMI< 23.0 kg/m2; Overweight, 23.0≤ BMI< 25.0 kg/m2; Obesity, ≥ 25.0 kg/m2.
N, number; yr, years; WC, waist circumference; BMI, body mass index;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FBG, fasting blood sugar; HOMA-IR,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 TC, total cholesterol; LDL-C,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TG, triglyceride;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BUN, blood urea nitrogen; hs-CRP, 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P value was calculated by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alysis followed by post hoc testing with the S-N-K test.
a,b,c
the same latters indicate in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2. 혈청 cystatin C와 나이, 체질량지수, 허리둘레의 상관관계
혈청 cystatin C는 체질량지수와 허리둘레를 보정하였을 때, 남자

4. 체질량지수와 허리둘레에 따른 혈청 cystatin C 증가군
(≥1.0 mg/L)의 빈도 비교

(r = 0.243, P < 0.001)와 여자(r = 0.343, P < 0.001) 모두에서 나이와 유

체질량지수에 따라 분류한 군 간의 혈청 cystatin C 증가군(≥1.0

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나이를 보정한 후 혈청 cystatin C는 체

mg/L)의 빈도 비교에서 남자(정상 체중군, 34.5%; 과체중군, 39.3%;

질량지수(남자; r = 0.130, P < 0.001, 여자; r = 0.153, P < 0.001)와 허리

비만군, 44.4%, P < 0.05) 및 여자(정상 체중군, 12.8%; 과체중군,

둘레(남자; r = 0.109, P < 0.05, 여자; r = 0.135, P < 0.05)와 양의 상관관

16.7%; 비만군, 32.3%, P < 0.001) 모두에서 체질량지수가 증가함에 따

계를 보였다(data not shown).

라 혈청 cystatin C 증가군은 유의한 빈도 증가를 보였고 또한, 허리둘
레에 따른 각 군 비교에서도 남자(정상군, 36.9%; 비만군, 44.6%,

3. 체질량지수와 허리둘레에 따른 평균 혈청 cystatin C의 비교
체질량지수에 따라 분류한 군 간의 평균 혈청 cystatin C치의 비교

P < 0.05) 및 여자(정상군, 13.5%; 비만군, 32.0%, P < 0.001)에서 유사
한 결과가 관찰되었고 역시 여자에서 더 유의성이 높았다(Fig. 2).

에서 남자(정상 체중군, 0.91 mg/L; 과체중군, 0.92 mg/L; 비만군, 0.94
mg/L, P < 0.05) 및 여자(정상 체중군, 0.81 mg/L; 과체중군, 0.83 mg/

5. 비만 빈도에 대한 혈청 cystatin C 증가군(≥1.0 mg/L)의

L; 비만군, 0.90 mg/L, P < 0.001) 모두에서 체질량지수가 증가함에 따

비교 위험도

라 평균 혈청 cystatin C 는 유의한 증가를 보였고 이는 여자에서 더

비만 빈도에 대한 혈청 cystatin C가 <1.0 mg/L인 군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허리둘레에 따른 각 군 비교에서도 역시

혈청 cystatin C 증가군(≥1.0 mg/L)의 위험도를 알아보았을 때, 남자

남자(정상군, 0.92 mg/L; 비만군, 0.94 mg/L, P < 0.05) 및 여자(정상군,

에서 체질량지수를 기준으로 한 비만(체질량지수 ≥ 25 kg/m2)에 대

0.82 mg/L; 비만군, 0.90 mg/L, P < 0.001)에서 유사한 결과가 관찰되

한 비교위험도는 유의한 증가를 보였고 이는 나이 또는 나이, 총 콜레

었다(Fig. 1).

스테롤, 수축기 혈압을 같이 보정한 경우에도 유의한 증가가 유지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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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ean serum cystatin C levels according to the groups defined by the ranges of body mass index and waist circumference in men (A) and women (B).
WC, waist circumference; Normal weight, 18.5≤ BMI< 23.0 kg/m2; Overweight, 23.0 ≤ BMI < 25.0 kg/m2; Obesity, ≥ 25.0 kg/m2.
P value was calculated by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alysis followed by post hoc testing with the S-N-K test among the groups defined by the ranges of body mass
index and by independent t-test between the groups defined by the ranges of waist circumference.
*P< 0.05 vs normal weight; †P< 0.05 vs WC < 90 in Fig. 1A; ‡P< 0.001 vs normal weight; §P< 0.001 vs WC < 90 in Fig. 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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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evalence of the subjects with elevated serum cystatin C (≥ 1.0 mg/L) according to the groups defined by the ranges of body mass index and waist circumference
in men (A) and women (B).
WC, waist circumference; Normal weight, 18.5 ≤ BMI < 23.0 kg/m2; Overweight, 23.0 ≤ BMI < 25.0 kg/m2; Obesity, ≥ 25.0 kg/m2.
P value was calculated by chi-square test.
*P< 0.05 vs normal weight; †P< 0.05 vs WC < 90 in Fig. 2A; ‡P< 0.001 vs normal weight; §P< 0.001 vs WC< 90 in Fig. 2B.

Table 2. Odds ratios (95% CI) for the prevalence of obesity defined by the range of body mass index or waist circumference in men and women
Cystatin C
Men
For BMI ≥ 25 kg/m2
< 0.1 mg/L
≥ 0.1 mg/L
For WC ≥ 90 cm
< 0.1 mg/L
≥ 0.1 mg/L
Women
For BMI ≥ 25 kg/m2
< 0.1 mg/L
≥ 0.1 mg/L
For WC ≥ 85 cm
< 0.1 mg/L
≥ 0.1 mg/L

OR* (95% CI)

P value

OR† (95% CI)

P value

OR‡ (95% CI)

P value

1 (referent)
1.37 (1.05-1.79)

0.019

1 (referent)
1.47 (1.12-1.93)

0.005

1 (referent)
1.42 (1.07-1.87)

0.013

1 (referent)
1.39 (1.06-1.81)

0.014

1 (referent)
1.33 (1.01-1.74)

0.039

1 (referent)
1.27 (0.96-1.68)

0.084

1 (referent)
2.94 (1.91-4.52)

< 0.001

1 (referent)
1.88 (1.18-3.01)

0.008

1 (referent)
1.74 (1.07-2.83)

0.026

1 (referent)
3.02 (1.97-4.62)

< 0.001

1 (referent)
1.82 (1.14-2.90)

0.011

1 (referent)
1.67 (1.03-2.71)

0.037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non-adjusted model; †age adjusted model; ‡multivariable model (additionally adjusting for total cholesterol, and systolic blood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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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비보정[OR, 1.37; P = 0.019], 나이 보정[OR, 1.47; P = 0.005], 다변수

에 따른 비만지표 분석에서 이와 일치하는 소견이 관찰되었고, 추가

보정[OR, 1.42; P = 0.013]). 그러나 허리둘레를 기준으로 한 비만(허리

로 본 연구에서 허리둘레에 따라 정상군과 비만군(남자 ≥ 90 cm, 여

둘레 ≥ 90 cm)에 대해서는 다변수 보정에서는 유의성이 상쇄되었다

자 ≥ 85 cm)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에도 허리둘레가 증가할수록

(비보정[OR, 1.39; P = 0.014], 나이 보정[OR, 1.33; P = 0.039], 다변수

유의한 혈청 cystatin C 증가군과 비만에 대한 비교 위험도의 증가가

보정[OR, 1.27; P = 0.084]). 반면, 여자에서는 체질량지수 비만(비보정

나타났다.

[OR, 2.94; P < 0.001], 나이 보정[OR, 1.88; P = 0.008], 다변수 보정[OR,

위 언급한 두 연구들과 본 연구 결과 모두에서 비만 발생에 대한 증

1.74; P = 0.026])과 허리둘레 기준(≥ 85 cm) 비만(비보정[OR, 3.02;

가된 혈청 cystatin C의 위험도가 남자보다 여자에서 더 높게 나타났

P < 0.001], 나이 보정[OR, 1.82; P = 0.011], 다변수 보정[OR, 1.67;

는데, 이를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전으로는 명확하지 않지만,

P = 0.037]) 모두에서 유의성이 유지되었고 OR값도 남자보다 높게 나

비만이 주된 발생 원인으로 관여하는 제2형 당뇨병과 연관된 연구들

타났다(Table 2).

의 결과에서 추론해보면 여자에서 남자보다 정상 혈당에서 고혈당으
로 진행한 군에서 혈관내피세포 이상이 더 많이 관찰되었고24, 심혈관
계 위험인자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염증인자인 CRP가 여

고 찰

자에서 남자보다 더 높았다는 점25, 그리고 혈청 cystatin C의 생산은
본 연구에서는 한국 성인에서 혈청 cystatin C와 체질량지수 및 허

증가된 지방조직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26 남녀 간의 비만지표

리둘레에 따른 비만과의 연관성을 알아보았고 체질량지수와 허리둘

나 지방 분포의 차이 등을 가능할 수 있는 이유들로 생각할 수 있겠다.

레가 높을수록 혈청 cystatin C가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음을 남녀 모

비만과 신 질환의 발생에 있어서, Framingham Heart study에 의하

두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이전 연구들

이 모두 미국인을 대상으로

면, 18.5년간 추적관찰하였을 때 체질량지수가 한 표준편차 만큼 증

한 자료이나 본 연구는 아시아 인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아시아 인

가할수록 신 질환이 발생할 위험도는 23% 증가하였다고 한다.27 그리

종에서 비만과 혈청 cystatin C의 연관성에 대한 추가 자료가 될 수 있

고, Shlipak 등20은 3단계에서 5단계 이상 진행된 만성 신질환이 없으

을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들은 이전 혈청 cystatin C와 대사증후군의

면서 혈청 cystatin C가 증가되어 있어 초기 신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연관성에 대한 연구 를 시행하여 대사증후군 지표들 중 허리둘레가

를 불현성 신 질환(preclinical kidney disease)으로 언급하였고, 이는

혈청 cystatin C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 = 0.215, P < 0.001)를 보였

향후 만성 신 질환으로의 진행, 심혈관계 질환 이환 및 사망률 증가와

고 혈청 cystatin C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독립변수였다. 이와 비교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혈청 cystatin C는 현재까

하여 본 연구는 남녀 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역시 허리둘레와 체

지 혈청 크레아티닌보다 신 질환의 감소나 진행을 평가하는 더 유용

질량지수 모두 혈청 cystatin C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혈

한 지표로 알려져 있고2, 본 연구에서도 체질량지수가 정상 체중, 과체

청 cystatin C는 나이, 남자 외에도 대표적인 염증인자인 CRP의 증가

중, 비만으로 증가함에 따라 혈청 cystatin C는 유의한 증가가 관찰되

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었지만 혈청 크레아티닌은 세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

14,15

11

21,22

, 비만 역시 CRP 증가와 연

관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았다. 그러므로, 비만지표의 증가에 따른 혈청 cystatin C의 유의한 증

23

Muntner 등 은 미국 제3차 국민건강영양조사(The Third Nation-

가는 불현성 신 질환의 발생을 조기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고

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NHANES III) 자료를

이는 비만 및 증가된 혈청 cystatin C와 연관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용하여 진행된 신 질환이 없는 성인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에 따

고혈압, 당뇨병 등의 심혈관계 질환 발생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라 정상 체중, 과체중, 비만, 고도 비만으로 군을 나누어 분석하였을

으로 생각된다.28

14

때, 평균 혈청 cystatin C치가 체질량지수가 높은 단계로 갈수록 유의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 번째,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한 성인들을

하게 증가하였고, 혈청 cystatin C가 증가된 군의 빈도도 체질량지수

대상으로 한 단면적 연구로 연구결과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고,

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비만에 대한 비교 위험도

두 번째, 단일 기관 연구로 분석에 포함된 대상 수가 상대적으로 작아

역시 나이, 혈압, 콜레스테롤 등을 포함한 다변수 보정 회귀분석에서

서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고 이는 향후 대규모, 다기관의 자

도 유의하게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Shankar 등 도 1999년에서 2002

료 분석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 번째, 대상 성인의 흡연

년 사이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체질량지수에 따

력, 음주력, 기존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등에 대한 과거력 등에

라, < 25.0 kg/m , 25-29.9 kg/m , ≥ 30.0 kg/m 로 분류하여 비교하였

대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이들 변수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

을 때 역시 단계별로 증가된 혈청 cystatin C와 비만에 대한 비교 위험

정하지 못했다는 점들을 들 수 있겠다.

15

2

2

2

도가 유의하게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역시 체질량지수

http://dx.doi.org/10.7570/kjo.2015.24.4.199

결론적으로, 한국 성인에서 체질량지수와 허리둘레에 따른 비만도

http://www.jksso.org | 203

강양호·Obesity and Serum Cystatin C

가 증가함에 따라 혈청 cystatin C는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혈청 c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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