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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2007년 국민 건강 영양조사자료를 통해서 대한민국 건강한 성인의 체질량지수 및 허리둘레 기준에
따른 복부비만과 평가 사구체여과율(eGFR)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방법: 2007년 시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 중 건강면접조사와 건강검진조사에 모두 참여한 20세 이상 인구
에서 만성 신장 질환, 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환자와 생리 및 임신 중인 여성을
제외한 1,996명(남자 884, 여자 1,112)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자기기입식 설문지로 건강관련 생활습관을 평가하
고 혈압을 측정하고 혈당, 당화혈색소, 콜레스테롤을 측정하였다. eGFR은 the original Modification of Diet in
Renal Disease study (MDRD) equation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결과: 체질량지수와 허리둘레는 다중공선성의 문제(R > 0.8)로 분리하여 eGFR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다중회
귀분석 결과, eGFR은 연령, 총 콜레스테롤, 고밀도 지질단백 콜레스테롤, 복부비만 또는 체질랑지수와 독립적인 연
15)
관성을 띠었다(P < 0.05). 그러나, 여자의 경우, 아시아-태평양 복부비만 기준(허리둘레 ≥ 80 cm )으로 나누었을

때, 복부비만(P = 0.148)은 eGFR과 의미 있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대한비만학회의 복부비만기준(허리
둘레 ≥ 85 cm16))을 적용한 경우 복부비만(P = 0.031)이 독립적으로 eGFR과 의미 있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결론: 체질량지수와 허리둘레에 따른 복부비만 모두 eGFR과 연관성을 가진다. 특히 여성의 허리둘레에 있어서
아시아 태평양 복부비만 기준(허리둘레 ≥ 80 cm)은 연관성이 없고, 대한비만학회 복부비만기준(허리둘레 ≥ 85
cm)경우에만 eGFR과 연관성이 있는 것을 확인하여 비만학회 복부비만기준을 재검증한 간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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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단어: 비만, 허리둘레, 평가 사구체여과율(eGFR), 국민건강영양조사

서

소비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비만을 증가시켰다.1) 국민건강･

론

영양조사에 의하면 세계보건기구 아시아태평양지부 기준(체
비만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질환이다.

2 2)
질량지수 ≥ 25 kg/m ) 으로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으로

특히 식생활의 서구화와 신체활동의 부족은 에너지 섭취와

나타났고3) 1998년 비만 유병률이 26.0%에서 2007년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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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로 10년간 5.7% 증가하였다.

를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이용

이제 비만은 단순한 과 체중의 문제가 아닌 인슐린 저항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총 표본 수 4,594명 중 20세 이상

성, 고 인슐린혈증이나 지질대사이상을 포함하는 대사증후

성인 3,304명을 선택하여 이 중 만성 신장 질환, 암, 당뇨병,

군의 표현형으로 당뇨병, 고혈압이나 심혈관계 질환, 일부

고혈압, 고지혈증,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환자와 생리 및

악성종양의 발생이나 이들 질환으로 인한 사망에 직접 관여

임신 중인 여성을 제외한 1,996명(남자 884, 여자 1,112)을

4)

하게 되었다.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비만과 만성 신장 질환과의 관계는 비만도 신장 기능이
5,6)

상과 연관되어 있고 대사 이상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2. 연구방법

또는

7-9)
독립적으로 만성 신장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는 근거들 이

1) 연령 및 생활습관

많이 제시되고 있다.

연령 및 생활변수는 보건의식행태조사 항목에 포함된 자

하지만 비만과 만성 신장 질환의 연관성을 조사한 해외
10-14)

3)

료를 이용하였다.

일본인에

생활습관 설문지를 기초로 흡연여부는 흡연력의 유무에

서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 성별에 차이 없이 모두, 혈압이

따라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나누

나 혈당 및 고지혈증과 독립적으로 높은 체질량지수가 만성

었다. 음주빈도 에 따라 주 2~3회 이상 마신다고 대답한 경

에서의 역학연구들은 다양한 결과를 보였다.
10)

11)

등

우를 음주군으로 나머지를 비음주군으로 분류하였다. 운동

에 따르면 싱가폴에 거주하는 말레이시아인 성인 2,783명을

여부는 중등도 신체활동이 주 3회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대상으로 체질량지수(BMI)와 만성 신장 질환(CKD)과의 연

운동군으로, 나머지를 비운동군으로 분류하였다.

신장 질환과 연관성을 보인다고 하였으나 Shankar A

관성을 조사한 결과, 남성에서만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고

2. 신체계측 및 채혈

여성에서는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특별히 비만이 아닌

피조사자들은 얇은 옷만 입은 상태에서 신장은 신장계

정상인의 경우도 복부비만과 신기능 장애와 연관성이 있다
12)

이후 미국 제3기 미국국민건강영양

225 (독일 SECA사)를 이용하여 0.1 cm까지, 체중은 GL

조사에 연구결과에서도 대사증후군과 만성 신장 질환과 의

-6000-20 (카스코리아)을 이용하여 0.1 kg까지 측정하였

는 결과가 보고되었고

대사증후군의 진단기준으로써의 허

3)
2
다. 체질량지수는 [체중(kg)/신장(m) ]의 식을 이용하여 계

리둘레는 현재, 각 민족 고유의 분별 점을 적용하기로 되어

2
산하였다. 체질량지수가 25 kg/m 이상 시 비만으로 판정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비만학회에서 1998년 국민건강 영

였다.

연관성이 보고되었다.

13)

양조사자료를 적용하여 아시아 태평양 진단기준과 달리 여

허리둘레의 측정은 대상자의 중간겨드랑 선에서 촉지되

성의 경우, 허리둘레를 85 cm로 정의하여 한국인의 복부비

는 마지막 늑골의 하단과 장골능선의 상단 부위, 두 점의 중

만의 기준을 새롭게 정의한 바 있으나 현재 혼재하여 사용

간지점을 수성 펜으로 표시한 후 피조사자가 숨을 내 쉰 상

되고 있고 1998년 자료라는 제한점으로 재검증이 필요한

태에서 SECA200 (독일 SECA사)을 이용하여 0.1 cm까지

상태이다.

3)
측정하였다. 복부비만은 아시아-태평양 비만치료지침의 기

더욱이 국내에서 최근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비만과 신

준15)과 대한 비만학회 기준16)을 각각 사용하였다.
채혈은 12시간 이상의 금식 후 공복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장 질환의 연관성에 대한 역학적 연구 결과는 많지 않은 상
14)

따르면 건

혈청 크레아티닌, 혈당, 총 콜레스테롤, 고밀도 지질단백 콜레

강한 한국남성에서 허리둘레와 미세 알부민뇨와의 연관성

스테롤, 중성지방 수치를 ADIVIA650 (Siemens/USA)를 이

을 보고하였는데 이 결과는 남성에 국한되었다는 점과 자료

용하여 측정하였다. 조사서에서 측정한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

의 출처가 일개 대학병원 검진 센터를 내원한 수검자였다는

와 나이를 이용해서 평가 사구체여과율(eGFR)은 MDRD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을 대표

공식에 의해 연구자가 직접 그 값을 구했고, 평가 사구체여

하는 최근 자료인 2007년 국민 건강 영양조사자료를 통해

2
과율(eGFR) < 60 mL/min/1.73m 인 경우에 신장기능이 떨

서 대한민국 건강한 성인의 체질량지수 및 허리둘레 기준에

어져 있다고 판단하였다.

태이다. 유일한 국내자료를 이용한 연구결과에

17)

3)

따른 복부비만과 평가 사구체여과율(eGFR)의 관계를 분석

3. 혈압

하고자 하였다.

측정 전 5분 이상 휴식한 상태에서 맥박 측정 후 청진기

방

를 상완 동맥 위에 놓고 총 3회 측정하였으며, 각각의 측정

법

사이에 30초간 휴식을 취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측정값 중

1. 연구대상

에 2차와 3차 측정값의 평균을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2007년 시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제4기 1차년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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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명이었다. 평균 연령은 46.2세로 20세부터 101세까지 분

4. 자료의 분석

2

본 연구에서는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대하여 제시하였고, 체질량지수와 허리둘레에 따라
2
각각 비만그룹(BMI ≥ 25 kg/m 또는 남자 허리둘레 ≥ 90

cm, 여자 허리둘레 ≥ 80 cm (아시아 태평양 기준15)) 또는
16)
85 cm (대한비만학회 기준 )과 비비만그룹(체질량지수 <
2
25 kg/m 또는 남자 허리둘레 < 90 cm, 여자 허리둘레 <

80 cm (아시아 태평양 기준15)) 또는 85 cm (대한비만학회
16)
기준 )으로 나누어 자료를 분석하였다.

각 군 간의 변수들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
해 연속변수의 경우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였고, 명목

포하였으며 평가 사구체여과율(eGFR) ≥ 60 mL/min/1.73m

인 사람은 1,925명으로 96.4%, 평가 사구체여과율(eGFR) <
60 mL/min/1.73m2인 사람은 71명으로 4.6%였다(Data was
not shown).
2
남녀 모두 체질량지수 25 kg/m 를 기준으로 나누었을 때,

비만인 그룹과 비비만 그룹 사이에서 연령, 허리둘레, 수축
기 및 이완기 혈압, 총 콜레스테롤, 고밀도 지질단백 콜레스
테롤, 중성지방, 공복혈당 및 평가 사구체여과율(eGFR))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흡연과 음주 및 운동여부는 두 군 간
에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

2
변수의 경우 χ -test를 이용하였다.

2. 허리둘레에 따른 신장 질환의 위험 요소들 및 평
가 사구체여과율(eGFR) 간의 비교

본 연구 대상자의 체질량지수 및 허리둘레가 독립적으로
평가 사구체여과율(eGFR)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지 판
단하기 위하여 평가 사구체여과율(eGFR)을 종속변수로 설
정하고 각 변수들 간에 상관분석 및 흡연, 음주, 운동의 명
목변수의 경우에는 집단별 평균분석을 시행하여 P < 0.3 이
하로 의미 있는 변수들을 공변수로 설정해서 다중회귀 분석
을 시행하였다. 체질량지수와 허리둘레는 다중공선성의 문
제(R > 0.8)로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PSS 12.0 for Windows를 이용하였고,
신뢰수준은 95%로 하였다.

결

남자의 경우, 아시아-태평양복부비만 기준15) 및 대한비만
학회 기준16) 모두 동일한 허리둘레 90 cm를 기준으로 나누
었을 때, 복부비만인 그룹과 아닌 그룹의 두 그룹 사이에서
변수들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수
축기 및 이완기 혈압, 총 콜레스테롤, 고밀도 지질단백 콜레
스테롤, 중성지방, 공복혈당 및 평가 사구체여과율(eGFR)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흡연 및 음주, 운동여부는 두 군
간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여자의 경우는 아시아-태평양 복부비만 기준(허리둘레 ≥
15)
80 cm )으로 나누었을 때, 복부비만인 그룹과 정상 그룹의

과

두 그룹 사이에서 연령,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수축기 및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체질량지수에 따른
신장 질환의 위험요소들 및 평가사구체율(eGFR)
간의 비교

이완기 혈압, 총 콜레스테롤, 고밀도 지질단백 콜레스테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남자 884명, 여자 1,112명으로 총

보여 오히려 복부비만군에서 운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

중성지방), 공복혈당 및 평가 사구체여과율(eGFR)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운동여부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Table 1. Basal profiles of subjects with or without increased BMI
Male
P
BMI < 25
BMI ≥ 25
n
608
276
Age (year)
47.6 ± 16.3
43.1 ± 13.6
0.000
waist circumference (cm)
80.2 ± 6.4
91.9 ± 6.2
0.000
SBP (mmHg)
117.6 ± 14.7
119.4 ± 13.9
0.000
DBP (mmHg)
77.1 ± 8.8
80.9 ± 9.8
0.000
Total cholesterol (mg/dL)
184.9 ± 32.9
192.9 ± 33.3
0.000
HDL-cholesterol (mg/dL)
42.5 ± 10.4
36.8 ± 7.4
0.000
Triglyceride (mg/dL)
128.8 ± 71.6
174.1 ± 94.5
0.000
FPG (mg/dL)
93.4 ± 14.9
95.5 ± 19.1
0.003
2
81.7 ± 11.7
78.8 ± 10.1
0.000
eGFR (mL/min/1.73m )
*
482 (79.2)
223 (80.8)
0.335
Smoking, N (%)
*
80 (13.2)
(14.5)
0.330
Exercise, N (%)
Alcohol consumption N (%)*
268 (66.1)
118(42.7)
0.384
Values are mean ± SD.
P-value was calculated by independent T-test.
2
* P-value was calculated by χ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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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ale
BMI < 25
BMI ≥ 25
845
267
44.3 ± 15.3
51.8 ± 14.5
75.1 ± 6.9
90.1 ± 7.3
108.6 ± 14.5
119.4 ± 17.2
70.9 ± 8.1
76.6 ± 9.1
181.9 ± 33.5
200.5 ± 35.3
45.3 ± 10.1
41.8 ± 9.5
102.8 ± 57.6
132.2 ± 72.2
89.5 ± 11.5
97.5 ± 24.8
79.1 ± 11.7
76.2 ± 10.7
89 (10.5)
24 (8.9)
62 (7.3)
30 (11.2)
89 (10.5)
30 (11.2)

P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274
0.055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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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asal profiles of subjects with or without increased waist circumference†
Male
Female
P
WC < 90 cm WC ≥ 90 cm
WC < 80 cm WC ≥ 80 cm
n
679
205
634
478
Age (year)
46.3 ± 15.7
46.2 ± 15.4
0.962
41.8 ± 14.6
51.8 ± 14.8
BMI (kg/m2)
22.6 ± 2.3
27.3 ± 2.4
0.000
21.0 ± 2.1
25.5 ± 2.7
waist circumference (cm)†
80.5 ± 6.1
95.0 ± 4.5
0.000
72.1 ± 5.2
87.5 ± 6.5
SBP (mmHg)
117.1 ± 14.1
121.9 ± 15.4
0.000
107.1 ± 13.9
116.5 ± 16.9
DBP (mmHg)
77.4 ± 8.8
81.3 ± 10.5
0.000
70.2 ± 8.3
75.0 ± 8.6
Total cholesterol (mg/dL)
185.1 ± 32.9
195.0 ± 34.1
0.000
178.8 ± 32.2
196.6 ± 35.7
HDL-cholesterol (mg/dL)
42.0 ± 10.2
36.2 ± 7.2
0.000
46.5 ± 10.0
41.7 ± 9.4
Triglyceride (mg/dL)
132.5 ± 76.4
177.5 ± 90.8
0.000
93.9 ± 49.5
131.1 ± 71.4
FPG (mg/dL)
93.2 ± 16.0
97.0 ± 17.0
0.003
88.4 ± 11.1
95.5 ± 20.4
2
eGFR (mL/min/1.73m )
81.5 ± 11.4
78.4 ± 10.8
0.000
80.2 ± 11.9
76.1 ± 10.6
Smoking, N (%)*
540 (79.5)
165 (80.5)
0.425
74 (11.6)
39 (8.1)
*
Exercise, N (%)
89 (13.1)
31 (15.1)
0.264
42 (6.6)
50 (10.4)
*
Alcohol consumption N (%)
295 (43.4)
91 (44.4)
0.436
65 (10.2)
54 (11.3)
Values are mean ± SD.
P-value was calculated by independent T-test.
2
* P-value was calculated by χ -test.
†Table was drawn up according as Asia-Pacific guideline.

P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77
0.015
0.577

Table 3. Association between waist circumference (WC)* and eGFR by multiple linear regression in males
Regression coefficient (β)

Std. Error

t

P

Age
-0.254
0.022
-11.373
0.000
Total Cholesterol
-0.040
0.012
-3.369
0.001
HDL Cholesterol
0.150
0.040
3.783
0.000
TG
0.021
0.005
0.567
0.571
Abdominal obesity (WC ≥ 90 cm)*
-2.243
0.865
-2.593
0.015
Smoking
-0.021
0.897
-0.653
0.514
Alcohol consumption
0.048
0.765
1.421
0.156
* Table was drawn up according as Asia-Pacific and the standard of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
Abdominal obesity, Total cholesterol, HDL Cholesterol, TG as independent variables adjusted to age, alcohol consumption,
smoking state.

났다. 그러나 흡연 및 음주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
16)

었다(Table 2). 대한비만학회 기준

인 허리둘레 ≥ 85 cm

으로 나누었을 때에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Table was not

스테롤, 복부비만(허리둘레 ≥ 90 cm)이 독립적으로 평가
사구체여과율(eGFR)과 의미 있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Table 3).

shown).

여자의 경우는 아시아-태평양 복부비만 기준(허리둘레 ≥

3. 체질량지수와 신장 질환의 위험 요소들 및 평가
사구체여과율(eGFR)과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15)
80 cm )으로 나누었을 때, 연령(P = 0.000), 총 콜레스테

롤(P = 0.000), 고밀도 지질단백 콜레스테롤(P = 0.000)이
의미 있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고, 복부비만(P = 0.148)은

다중회귀분석 결과 성별(P = 0.000), 체질량지수(P =

독립적으로 평가 사구체여과율(eGFR)과 의미 있는 연관성

0.029), 연령(P = 0.000), 총 콜레스테롤(P = 0.000), 고밀

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Table was not shown). 그러나 대한

도 지질단백 콜레스테롤(P = 0.000)이 독립적으로 평가 사

16)
비만학회의 복부비만기준(허리둘레 ≥ 85 cm )을 적용한

구체여과율(eGFR)과 의미 있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경우 연령, 총 콜레스테롤, 고밀도 지질단백 콜레스테롤, 복

(Table was not shown).

부비만(P = 0.031)이 각각 독립적으로 평가 사구체여과율
(eGFR)과 의미 있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Table 4). 즉,

4. 복부비만과 신장 질환의 위험 요소들 및 평가
사구체여과율(eGFR)과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여성의 경우에는 아시아-태평양 복부비만 기준(허리둘레 ≥
15)
80 cm )으로 나누었을 때는 복부비만과 평가 사구체여과

남성의 경우 연령, 총 콜레스테롤, 고밀도 지질단백 콜레

율(eGFR)이 독립적인 연관성이 없으나 대한비만학회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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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ssociation between WC* and eGFR by multiple linear regression in females
Regression coefficient (β)
Std. Error
t
P
Age
-0.496
0.025
-14.964
0.000
SBP (mmHg)
0.012
0.030
0.285
0.776
DBP (mmHg)
-0.054
0.048
-1.457
0.145
Fasting Plasma Glucose
-0.017
0.019
-0.651
0.515
Total Cholesterol
-0.131
0.010
-4.122
0.000
HDL Cholesterol
0.117
0.034
3.827
0.000
TG
0.035
0.006
1.105
0.269
*
0.064
0.725
2.158
0.031
Abdominal obesity (WC ≥ 85)
Alcohol consumption
-0.012
0.934
-0.493
0.622
* Table was drawn up according to the criteria of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
Abdominal obesity, Total cholesterol, HDL Cholesterol, Fasting Plasma glucose, TG, as independent variables adjusted to age,
SBP, DBP, alcohol consumption state.

16)
부비만기준(허리둘레 ≥ 85 cm )을 적용한 경우에는 독립

서는 과체중과 비만은 만성 신장 질환의 위험 증가와 연관

적인 연관성을 보여 두 단체의 허리둘레 기준에 따라 서로

성이 없었고 체질량지수 35 kg/m2 이상 고도 비만에서만 만

상의한 결과를 보였다.

성 신장 질환의 상대위험도가 2.3배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
한 차이는 고도 비만 환자에서 당뇨병과 고혈압이 많았기

고

때문이었다. 2,676명을 18.5년간 추적 관찰한 전향적 코흐

찰

트 연구인 프래밍험 심장 연구(Framingham Heart Study)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을 대표하는 최근 자료인 2007년

5)

는 비만이 신기능의 감소와 연관되어있고 제3기 이상 만성

국민 건강 영양조사자료를 통해서 대한민국 건강한 성인의

신장 질환의 발생 위험을 1.7배 높였지만 나이, 고혈압, 당

체질량지수 및 허리둘레 기준에 따른 복부비만과 평가 사구

뇨병, 비만, 흡연 등의 심혈관계 질환 위험요인을 보정한 후

체여과율(eGFR)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체

에는 그 유의성이 사라져 비만이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을

질량지수와 허리둘레에 따른 복부비만 모두 독립적으로 평

매개로 하여 만성 신장 질환의 발생위험을 높이지 않는 것

가 사구체여과율(eGFR)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1,104명의 건강한 남성을 14년간

특히 복부비만의 지표인 허리둘레의 경우 여성에서 아시아-

7)
추적 관찰한 Physicians' Health Study 에서는 고혈압, 당뇨

15)
16)
태평양 복부비만기준 과 대한비만학회의 복부비만기준

병, 콜레스테롤 상승, 심혈관질환 등을 보정한 후에도 체질

이 상이한데, 본 연구에서는 한국여성의 경우 아시아-태평

2
량지수가 가장 낮은 5분위수군(< 22.7 kg/m )과 비교하여

15)
양 기준 을 적용하였을 때에는 평가 사구체여과율(eGFR)

가장 높은 5분위수군(> 26.6 kg/m2)에서 만성 신장 질환의

과 연관관계를 보이지 않지만(P = 0.148), 대한비만학회의

발생 위험이 1.45 (95% 신뢰구간 = 1.19 -1.76; P trend <

16)

기준 을 적용하면 평가 사구체여과율(eGFR)과 유의한 연

0.001)로 높아 비만이 독립적인 위험 인자임을 보여주었다.

관성을 가지는 것(P = 0.031)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

미국신장재단과 국제신장학회의 Kidney disease: Improving

로 앞서 언급한 대로 비만학회에서 1998년 국민건강 영양

global Outcome (KDIGO) group에서는 원인에 상관없이 3

조사자료를 적용하여 아시아 태평양 진단기준과 달리 여성

2
개월 이상 사구체여과율(GFR)이 60 mL/min/1.73m 미만

의 경우, 허리둘레를 85 cm로 한국인의 복부비만의 기준을

인 경우와 신장손상의 증거가 있을 때 만성 신질환으로 정

새롭게 정의한 바 있으나 현재 혼재하여 사용되고 있고,

의하였다.18)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3)를 중심으로

1998년 자료라는 제한점이 있었으나 2007년 최근 자료를

비만과 신장기능에 대해 시행하였는데, 국민건강영양조사자

통해 다시 한번 재검증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특

료3)에 제시된 신장 질환 관련지표는 연령, serum creatinine

히 대사증후군의 발병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복부비만

level, dip stick을 이용한 단백뇨의 여부였다. 단백뇨의 여

지표로써의 허리둘레 기준점인 85 cm가 또한 최근 비만과

부는 신장 질환과 관련이 있고, 신기능의 저하를 알려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입증된 신기능 장애 또한 잘 예측 할 수

지표임이 명백하나, 제시된 값은 정성적 값이고, 기립성 단

있는 허리둘레 기준점으로써도 손색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백뇨나 운동 후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 단백뇨를 통제하기

시사하는 소견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힘들다고 판단해, 연령과 serum creatinine level을 이용한

대부분의 코흐트 연구들은 비만이 만성 신장 질환의 발
생에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해주고 있다. 제2기 미국국민건

17)
MDRD 공식으로 평가 사구체여과율(eGFR)을 연구자가

직접 계산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6)
강영양조사에 참여하였던 9,082명을 추적 관찰한 연구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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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시행한 역학연구19)에서 한국인의 만성 신장 질환

연구(Framingham Heart Study)에서 공복혈당장애 또는 내

2

당능 장애를 가진 자들의 신질환 발생의 odds ratio가 유의

의 유병률은 13.7%였고 사구체여과율(GFR) 60 mL/min/1.73m

미만의 3기 이상 만성 신장 질환의 유병률은 5.0%로 조사

했으나, 연령, 성별 그리고 연구 시작 당시의 사구체여과율

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관찰된 평가 사구체여과율

을 보정한 odds ratio는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 연구기간 중

2
(eGFR) 60 mL/min/1.73m 미만의 3기 이상 만성 신장 질

새로 발생한 당뇨병 환자들에서도 연령, 성별 그리고 연구

환의 유병률은 71명(3.6%)에 불과했다. 저자는 본 연구의

시작 당시의 사구체여과율을 보정할 때까지는 의미가 있었

표본이 성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건강성인만을

으나, 혈관 질환의 위험요소를 보정한 뒤에는 의미를 가지

대상으로 했기에 유병률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연

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도 단순 상관분석 결과에서만 평가

령과 신기능의 저하는 많은 연구에서 밀접한 연관이 있다

사구체여과율(eGFR)과 공복 혈당이 의미 있는 연관성을 보

고 알려져 있다. 특히 노화에 따라 신기능은 감소하게 되

였고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는 남녀 모두 평가 사구체여과

며, 고령에서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의 신기능 악화요인

율(eGFR)과 공복 혈당사이에 의미 있는 연관성을 보이지

없이도 사구체여과율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아 중요한 건강

않았다.

20)

21)

26)
Kambhan 등 에 의하면 6,818명의 신생검 환자를 분석

이 영국의 의원에서 75세 이상의 노인 15,336명을 대상으

2
한 결과 고도의 비만(평균 체질량지수 41.7 kg/m )과 관련

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평가 사구체여

된 사구체 경화증이 최근 10배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해외의 경우 Paul J. Roderick 등

22)

과율(eGFR)은 감소함을 확인하였고, 국내에서는 서 등 이

다. Pinto-Sietsma 등12)에 의하면 당뇨가 없는 7676명을 대

65세 이상 63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연령에 따른

상으로 하여 체중과 관계없이 복부비만이 신기능 감소와 연

사구체여과율의 odds ratio가 1.12 (95% CI, 1.03~1.21, P

관 있었다. 비만이 신손상을 주는 병리기전

= 0.01)로 의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혀져 있지는 않으나, 비만이 부교감 신경과 레닌-알도스테

연령과 평가 사구체여과율(eGFR)이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

론계를 활성화하고, 신장의 혈압-나트륨 배설을 변화시키기

할 수 있었다. MDRD공식으로 평가 사구체여과율(eGFR)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7,28)

은 정확히 밝

을 구할 경우 연령이 공식의 한 변수로 포함이 되기 때문

또한 비만과 신장 질환은 여러 가지 위험인자를 공유하

에, 연령과 평가 사구체여과율(eGFR)이 높은 연관성을 보

고 있는 상태로 비만 환자의 신장이 혈역학적으로 만성 신

이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로 생각된다. 하지만 MDRD공식

부전 상태의 신장과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런 상황

으로 구한 평가 사구체여과율(eGFR)이 비교적 정확하고,

에서 비만의 여러 가지 대사성 합병증들에 의해 신장이 다

23)

특히 강우헌 등 의 연구에 의하면 서양인을 대상으로 한

시 손상을 받게 된다. 임상적으로는 체중감소가 이 상황에

보고보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보고에서 실제 사구체여과

유일하게 그 효과가 검증된 치료법이지만 대사증후군 동물

율과 높은 정확도 및 일치도를 보였으므로, 본 연구에서 보

모델이나 기초연구자료에 의하면 만성신부전에 이용되는

인 연령과 평가 사구체여과율(eGFR)의 연관성은 의미가

여러 가지 약물 및 식이 조절 또한 비만으로 인한 신장 질

있다고 생각된다.

환의 치료에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4)
ELKE S. SCHAEFFNER 등 은 건강한 남성 4,483명을

본 연구는 단면적 연구로 비만과 신장 질환의 위험요인

대상으로 14년간 시행한 코흐트 연구의 결과 총 콜레스테롤

사이의 인과관계를 유추하기 어려운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240 mg/dL 이상 시 크레아티닌 증가에 대한 상대위험도는

국민 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대상이 비교적 표준

1.77 (95% confidence interval [CI], 1.10 to 2.86)이었고,

화 되어있는 대규모 연구로서 특히 대한민국 여성의 허리둘

HDL이 40 mg/dL 미만 시 크레아티닌 증가에 대한 상대위

레에 있어서 아시아 태평양 복부비만 기준(허리둘레 ≥ 80

험도는 2.16 (95% CI, 1.42 to 3.27)으로 신장기능의 저하

cm)은 연관성이 없고, 대한비만학회 복부비만기준(허리둘레

와 의미 있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혈

≥ 85 cm)인 경우에만 평가 사구체여과율(eGFR)과 독립적

청 콜레스테롤치가 신기능 감소의 독립적인 위험인자임을

인 연관성이 있는 것을 확인하여 비만학회 복부비만기준을

22)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는 서정열 등 이 65세 이상 건강 고

재검증한 간접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대사증후군의 발병을

령인구 632명을 대상으로 한 단면연구에서 신기능부전 군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복부비만 지표로써의 허리둘레 기

에서 연령, 체질량지수, 총 콜레스테롤 등의 증가와 HDL콜

준점이 또한 신기능 장애 또한 잘 예측 할 수 있는 허리둘

레스테롤의 저하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콜레스테

레 기준점으로써도 손색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롤과 고밀도 지질단백 콜레스테롤이 신기능과 밀접한 상관

있었다. 앞으로도 대규모 전향적 코흐트 연구가 필요할 것

관계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며 특히 비만 환자에서 초기에 발생되는 신장의 구조적,

25)
Fox 등 에 의하면 2,398명의 만성 신질환이 없는 대상

기능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치료가 요구된다.

자들을 7년간 관찰한 전향적 코흐트연구인 프래밍험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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