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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ABSTRACT

연구배경: 본 연구에서는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Background: We evalu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이용하여 혈중수은농도와 체성분 측정치와의 관련성을 파악하

blood mercury level and body composition measures in
Korean adults using 2010 Korean National Health and

였다.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방법: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20세 이상 성인

Methods: The sample from 2010 KNHANES data

1,853명(남성 918명, 여성 935명)에서 측정한 혈중 수은 농도

consisted of 1,853 adults (918 males, 935 females) aged 20

와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총지방량, 총제지방량, 총체지방률,
몸통지방량, 몸통제지방량, 몸통지방률 간의 관련성을 다중 선

years or older. The relationships between blood mercury
concentration and body composition measures (including
body mass index (BMI), waist circumference (WC), total fat

형회귀분석과 로짓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고 성별, 나이, 교육

mass, total lean mass, percentage of total body fat (PBF),

수준, 신체활동, 에너지 섭취량, 생선섭취빈도, 흡연상태, 음주

truncal fat mass, truncal lean mass, and percentage of
truncal fat) were analyzed using multiple linear regression

섭취를 교란변수로 보정하였다 .
결과: 다중 선형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교란변수들을 보정한
후 혈중 수은 농도가 증가할수록 총체지방률을 제외한 체성분

and logistic regression after adjusting for confounders such
as sex, age, education level, physical activity, daily energy
intake, fish consumption, smoking, and alcohol use.
Results: In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blood

측정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교란변수를 보정한 후 비만(체
2
질량지수 ≥ 25 kg/m )과 복부비만[허리둘레 ≥ 90 cm (남자)

85 cm (여자)]의 유병비 또한 성별에 따라 4분위수로 구분한

mercury concentration was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associated with body composition measures except for PBF after
adjusting for confounders. The odds ratios for obesity (BMI ≥

혈중 수은 농도가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선형으로 증가하였다

2
25 kg/m ) and abdominal obesity (WC ≥ 90 cm for men and

(P for linear trend < 0.05).

85 cm for women) increased with higher sex-specific quartiles

결론: 높은 혈중 수은 농도는 비만 및 복부비만과 관련된

of blood mercury concentration (P for linear trend < 0.05).
Conclusion: High blood mercury level may be an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indicator of obesity and abdominal obesity.

중심단어: 수은, 비만, 체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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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 체지방 및 생활습관 관련 변수

수은은 상온에서 유일하게 액체로 존재하는 독성 물질로,

혈중 수은 농도는 공복상태에서 HNO3 (Dongwoo Fine

치과용 아말감, 수은체온계, 온도계, 혈압계 등의 의료기기

Chem, Iksan, Korea)시약을 가지고, DMA-80 (Milestone,

와 수은전지, 농약 및 의약품제조, 형광등 제조 등 많은 분

Italy)을 이용한 골드 아말감 법으로 측정하였다. 체지방을

야에서 사용된다. 따라서 수은에 노출되는 경로는 해당 제

반영하는 지표에는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총체지방량, 총제

품의 생산 과정에서 직접 노출되거나 여러 폐기물에서 배출

지방량, 총체지방률, 몸통지방량, 몸통제지방량, 몸통지방률

1)
된 수은에 오염된 물, 토양, 공기 등 다양한 반면 체내에
2)

을 포함하였다. 공복상태에서 신발을 착용하지 않고 가벼운

축적된 수은을 능동적으로 배출 할 수 있는 기전이 없어

옷차림의 대상자에게 표준화된 체중 및 신장측정계로 체중

수은에 중독될 경우 감각장애, 청력저하, 시야 협착 같은 신

과 신장을 측정하였고, 12번째 늑골과 골반장골능 중간부위

3)

이러한 급성증상 이외에 혈

에서 허리둘레를 측정하였다. 체지방량과 제지방량은 양방사

중 수은과 심혈관 질환 및 혈압상승 위험 간에 관련성이 일

선 골밀도 측정기(DISCOVERY-W fan-beam densitometer,

경독성증상이 발생하게 된다.
4-9)

한편 최근의 국내 연구에서 혈

Hologic Inc., Bedford, MA, USA)로 측정하였고 체지방률

중 수은 농도와 체질량지수 및 허리-엉덩이 둘레비 간의 관

은 체지방을 체중으로 나누어서 계산하였다. 측정기계의 안

련성이 보고되었다.10) 이러한 결과는 비만 또는 체지방 관

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사에서 만든 팬텀으로 매일 기계

련 지표가 혈중 수은과 심혈관 질환 또는 고혈압 관계에서

의 표준화를 위한 조정을 시행하였다.

부 연구에서 시사되었다.

교란변수 또는 중간매개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11)

체질량지수는 체중

2

(kg)을 신장의 제곱(m )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해안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들

대상자들의 사회 인구적 특성 및 생활습관, 만성질환에

의 혈중 수은 농도가 보고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의 혈중

대한 과거력을 평가하기 위해 나이, 성별, 학력, 흡연, 신체

수은 농도에 비해 다소 높고 대상자의 연령도 많아 대표성

활동,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AUDIT)

있는 연구대상자 표본에서 분석된 결과와 비교해 볼 필요가

점수, 24시간 식이 회상법으로 계산된 총 에너지 섭취량 및

있다. 또한 체질량지수와 허리-엉덩이 둘레비는 체지방량과

식품빈도조사법으로 평가한 생선류 섭취량, AUDIT 점수,

제지방량을 동시에 반영하는 지표이므로 이들 구성 성분 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뇌졸중, 관상동맥질환의 유

어느 성분과 혈중 수은 농도와 관련이 있는 지는 거의 알려

병에 관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진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0년에 시행된 국민

대학교 입학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흡연은 평생 전혀 피우

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혈중 수은 농도와 전체 체조

지 않음/100 개비 미만/100 개비 이상으로 나누었다. 신체

직 구성성분을 반영하는 체질량지수, 총체지방, 총제지방,

활동의 경우 격렬한 신체활동(달리기, 등산, 빠른 속도로 자

총체지방률과 복부 체조직 구성을 반영하는 허리둘레, 몸통

전거 타기, 빠른 수영, 축구, 농구, 줄넘기, 스쿼시, 단식테니

체지방, 몸통제지방, 몸통체지방률과의 관련성에 대해 분석

스, 무거운 물건 나르기 등의 직업활동 및 체육활동 등을 1

하였다.

회 20분 이상 주 3회 이상) 실천 유무, 중등도 신체활동(걷
기를 제외한 천천히 하는 수영, 복식테니스, 배구, 배드민턴,

방

법

탁구, 가벼운 물건 나르기 등의 직업활동 및 체육활동 등을
1회 30분 주 5일 이상) 실천 유무, 걷기(출퇴근 또는 등 하

1. 연구 대상

교, 이동 및 운동을 위해 걷는 것을 모두 포함하여 1회 30
국민건강 영양조사 제5기 1차년도(2010년)에서 혈중 수

분 이상 주 5회 이상) 실천 유무로 평가하였다. 생선류 섭취

은 농도에 대한 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1,853

량은 주당 고등어, 참치, 조기, 명태, 멸치, 어묵류, 오징어,

명(남자 918명, 여자 935명)을 본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조개류, 젓갈류 섭취빈도를 합산하여 평가하였다.

2010년도 국민건강 영양조사는 전국 약 3,840가구, 만 1세

3. 통계 분석

이상 가구원 전체를 조사대상으로 2010년 1월부터 12월까
지 실시되었고, 시도별 및 거주지역에 따라 성별 연령대별

혈중 수은 농도를 성별에 따라 4분위수로 구분하여 사회

인구비율 또는 아파트 단지별 수준을 기준으로 2차 층화후

인구학적 특성 및 생활습관 관련 변수의 분포를 복합표본설

계통추출방법으로 조사구를 설정하여 최종 조사대상 가구

계 방법에 의해 추출된 표본이므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

를 추출하고 조사대상자 10,938명을 선정하였고 8,958명

하였으며 혈중 수은 농도의 4분위수와 이들 변수간의 관련

(참여율 81.9%)이 건강설문조사, 영양조사, 검진조사 중 한

성을 연속변수의 경우 일원분산분석, 범주변수인 경우 카이

개 이상 조사에 참여하였다.

11)

제곱분석을 시행하였다. 각각의 체지방 반영지표를 결과변
수로, 혈중 수은 농도를 예측변수로 한 선형회귀분석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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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전통적으로(conventionally) 보정하는 사회인구학적

결

과

특성과 생활습관 관련 변수(나이, 교육정도, 에너지 섭취량,
생선 섭취빈도, 신체활동 종류별 실천유무, 흡연상태,

대상자의 성별 혈중 수은 농도의 평균 ± 표준오차는 남

AUDIT 점수)를 교란변수로 선정하였고 총체지방량 및 몸통

자에서 5.78 ± 0.18 μg/L, 여자에서는 3.88 ± 0.10 μg/L 이

체지방량이 총제지방량을 보정한 후에도 혈중수은농도와 독

었다. 성별에 따른 혈중 수은 농도의 4분위수별 기본 특성

립적인 관련성이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다중 로

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4분위수가 증가함에 따라 총체지방

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동일한 교란변수를 보정 후 성

률을 제외한 모든 체구성 측정치가 선형으로 증가하였다.

별에 따라 4분위수로 구분한 혈중 수은농도에 따라 비만(체

다섯가지 만성질환 중에서는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이 혈

2

질량지수 25 kg/m 이상), 복부비만 [허리둘레 90 cm 이상

중 수은농도의 4분위수가 증가함에 따라 선형으로 증가하였

(남자), 85 cm 이상 (여자)]12) 및 이 중 어느 하나가 동반된

다. 교란변수로 고려한 나이와 AUDIT 점수, 100개비 이상

경우의 유병비를 계산하였다. 만성질환 중 성별에 따라 4분

의 흡연자 분율 또한 혈중 수은 농도의 4분위수가 증가할수

위수로 구분한 혈중 수은농도와 유의하게 관련이 있는 고혈

록 선형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교육정도, 생선섭취빈도, 에

압과 이상지질혈증에 대해 이들 간의 관련성을 로지스틱 회

너지 섭취량, 신체활동 실천자의 분율은 혈중 수은 농도에

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 경우 기존의 교란변수

따른 4분위수와 유의한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Table 1). 다

외 체질량지수를 추가로 보정하였다. 통계적 유의성 수준은

중 선형회귀분석으로 교란변수를 보정한 후에도 혈중 수은

P-value < 0.05로 정의하였고, PASW Statistics, version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체구성 중 총체지방률을 제외한 모든

18.0 (IBM, NY, USA)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지표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한편, 총제지방을 추가로 보정
하자 총체지방량과 혈중 수은 농도 간에 유의했던 관련성은
소실된 반면 몸통 지방량은 여전히 혈중 수은 농도와 유의

Table 1. The distribution of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gender specific quartiles of blood mercury concentration

Men
Blood mercury level (μg/L)
Age (yr)
Body mass index (kg/m2)
Waist circumference (cm)
Total fat mass (kg)
Total lean mass (kg)
Percentage of body fat (%)
Truncal fat mass (kg)
Truncal lean mass (kg)
Percentage of truncal fat (%)
Energy intake (kcal/d)
Frequency of fish consumption per week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score
≥ graduated middle school
Lifetime smoking amount > 100 cigarettes
High intensity physical activity
Moderate intensity physical activity
Regular walking
Hypertension
Dyslipidemia
Diabetes mellitus
Stroke
Coronary artery disease

Gender-specific quartiles of blood mercury concentration
1st quartile
2nd quartile
3rd quartile
4th quartile
(n = 458)
(n = 470)
(n = 467)
(n = 458)
52.8 (3.0)
49.8 (2.9)
49.7 (2.9)
46.8 (3.0)
2.1 ± 0.04
3.4 ± 0.04
4.9 ± 0.06
9.3 ± 0.3
45.2 ± 1.2
44.3 ± 1.0
44.6 ± 0.9
47.6 ± 0.8
23.1 ± 0.2
23.6 ± 0.2
24.0 ± 0.2
24.4 ± 0.2
79.4 ± 0.6
80.8 ± 0.5
81.8 ± 0.6
83.0 ± 0.5
17.5 ± 0.4
18.3 ± 0.3
18.3 ± 0.3
19.1 ± 0.3
44.6 ± 0.5
45.3 ± 0.5
46.2 ± 0.6
45.8 ± 0.6
28.2 ± 0.5
29.0 ± 0.4
28.5 ± 0.5
29.7 ± 0.5
9.0 ± 0.2
9.6 ± 0.2
9.7 ± 0.2
10.3 ± 0.2
21.7 ± 0.2
22.1 ± 0.2
22.5 ± 0.3
22.3 ± 0.3
28.9 ± 0.5
30.0 ± 0.5
29.7 ± 0.5
31.3 ± 0.5
1,994 ± 50
2,030 ± 56
2,078 ± 53
2,133 ± 66
20.5 ± 0.5
19.2 ± 0.5
19.8 ± 1.0
20.1 ± 0.6
6.0 ± 0.4
6.6 ± 0.4
8.0 ± 0.5
8.8 ± 0.5
66.4 (2.9)
72.1 (2.7)
71.0 (2.7)
66.6 (2.8)
40.6 (2.9)
42.6 (2.8)
47.6 (2.8)
47.1 (2.9)
15.0 (2.1)
16.5 (2.0)
18.5 (2.2)
17.2 (2.3)
11.1 (1.8)
12.5 (2.0)
13.9 (2.1)
10.5 (1.9)
43.7 (2.9)
40.4 (2.7)
40.5 (2.8)
38.9 (2.8)
18.0 (2.4)
18.3 (2.4)
17.4 (2.3)
24.3 (2.6)
6.1 (1.3)
8.3 (1.4)
8.5 (1.6)
10.7 (1.7)
10.1 (2.1)
5.5 (1.2)
4.6 (1.3)
9.1 (1.8)
1.1 (0.4)
1.1 (0.6)
1.9 (0.9)
3.4 (1.4)
0.3 (0.2)
0.2 (0.2)
0.2 (0.2)
0.7 (0.4)

P value for
linear trend*
0.926
0.001
0.001
0.001
0.001
0.001
0.014
0.320
< 0.001
0.004
0.001
0.608
0.512
< 0.001
0.739
0.002
0.252
0.637
0.334
0.010
0.002
0.772
0.353
0.168
<
<
<
<

*Analyzed using ANOVA test for continuous variables and chi square test (linear by linear association) for categorical variables.
Values were mean ± SE or estimated % (SE) using complex sampling desig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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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련성을 보였다(Table 2). 체질량지수와 허리둘레로 구

가로 보정하자 통계적 유의성이 소실되었다. 혈중 수은 농

분한 비만 또는 복부비만의 유병비 또한 성별 혈중 수은 농

도 4분위수에 따른 이상지질혈증의 유병비 또한 체질량지수

도의 4분위수 증가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를 추가로 보정하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4).

고, 성별 혈중 수은농도의 1분위수와 비교할 때 2분위수에
서 비만 또는 복부비만 중 어느 하나를 동반할 유병비가

고

찰

1.93 (95% CI 1.29~2.87) 이었고 혈중 수은농도가 4분위수
인 경우 해당 유병비가 2.88 (95% CI 1.93~ 4.29)이었다

2010년에 시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자료를 분석하여

(Table 3). 성별에 따른 혈중 수은농도 4분위수에서 고혈압

혈중 수은 농도와 체조직 구성 지표간의 관계를 평가한 본

의 유병비는 체질량지수를 제외한 교란변수를 보정했을 때

연구를 통해 혈중 수은 농도는 체질량지수와 허리둘레 이외

는 혈중 수은농도가 1분위수에 비하여 4분위수에서

에도 전체 체지방량과 제지방량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고

1.62~1.8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체질량지수를 추

몸통을 구성하는 지방량 및 제지방과도 유의한 관련성이 있

Table 2. The relationships of blood mercury concentration (per 1 μg/L increase) with body composition measures
B
Standard error
P-value
Body mass index (kg/m2)*
0.16
0.032
< 0.001
0.42
0.088
< 0.001
Waist circumference (cm)*
*
0.18
0.055
0.001
Total fat mass (kg)
*
0.25
0.056
< 0.001
Total lean mass (kg)
0.09
0.055
0.073
Percentage of body fat (%)*
0.002
0.001
0.131
Total fat mass (kg)†
0.09
0.056
0.099
% body fat†
*
0.13
0.035
< 0.001
Truncal fat mass (kg)
0.13
0.028
< 0.001
Truncal lean mass (kg)*
0.17
0.069
0.014
Percentage of truncal fat (%)*
†
0.07
0.031
0.035
Truncal fat mass (kg)
* Using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after adjusting for age,
(high intensity, moderate intensity, and walking), AUDIT score,
†Using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after adjusting for age,
(high intensity, moderate intensity, and walking), AUDIT score,

sex, education level, energy intake, fish intake, physical activity
and smoking.
sex, education level, energy intake, fish intake, physical activity
smoking and total lean mass.

Table 3. The odds ratios (95% CI) of gender specific quartiles of blood mercury concentration for obesity/abdominal
obesity*
P value for
Sex-specific quartiles of blood mercury concentration
†
1st quartile
2nd quartile
3rd quartile
4th quartile
linear trend
Obesity
(Model 1)‡
1.0
1.72 (1.14~2.58)
1.45 (0.95~2.19)
2.84 (1.90~4.25)
< 0.001
1.0
1.88 (1.18~2.98)
1.74 (1.09~2.98)
3.84 (2.40~6.13)
< 0.001
(Model 2)‡
Abdominal obesity
1.0
1.34 (0.84~2.13)
1.39 (0.87~2.22)
2.09 (1.34~3.28)
0.002
(Model 1)§
1.0
1.38 (0.84~2.28)
1.56 (0.94~2.58)
2.24 (1.37~3.64)
< 0.001
(Model 2)§
Obesity or abdominal obesity
1.0
1.93 (1.29~2.87)
1.54 (1.02~2.31)
2.88 (1.93~4.29)
< 0.001
(Model 1)‡§
‡
§
1.0
2.20 (1.40~3.47)
1.92 (1.21~3.06)
3.97 (2.49~6.33)
< 0.001
(Model 2)
* Using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fter adjusting for age, education level, energy intake, fish intake, physical activity
(high intensity, moderate intensity, and walking), AUDIT score, and smoking (model 1), and confounders for model 1 and total
lean mass (model 2).
†Using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after adjusting for age, education level, energy intake, fish intake, physical activity
(high intensity, moderate intensity, and walking), AUDIT score, and smoking (model 1), and confounders for model 1 and total
lean mass (model 2).
2
‡Defined as a body mass index ≥ 25 kg/m .
§ Defined as a waist circumference ≥ 90 cm for men and ≥ 85 cm for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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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odds ratios (95% CI) of gender specific quartiles of blood mercury concentration for hypertension and
dyslipidemia*
P for linear
Sex-specific quartiles of blood mercury concentration
1st quartile
2nd quartile
3rd quartile
4th quartile
trend†
Hypertension
(Age-adjusted)
1.0
1.41 (0.97~2.07)
1.19 (0.82~1.74)
1.62 (1.13~2.32)
0.592
(Model 1)
1.0
1.75 (1.01~3.03)
1.43 (0.82~2.50)
1.86 (1.09~3.15)
0.589
(Model 2)
1.0
1.65 (0.93~2.91)
1.41 (0.79~2.51)
1.52 (0.88~2.63)
0.847
Dyslipidemia
(Age-adjusted)
1.0
1.79 (1.12~2.88)
1.56 (0.97~2.52)
2.01 (1.28~3.16)
0.094
(Model 1)
1.0
1.25 (0.65~2.39)
1.22 (0.62~2.38)
1.66 (0.89~3.10)
0.451
(Model 2)
1.0
1.15 (0.59~2.24)
1.19 (0.60~2.35)
1.43 (0.76~2.71)
0.801
* Using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fter adjusting for age (for age-adjusted model); age, education level, energy intake,
fish intake, physical activity (high intensity, moderate intensity, and walking), AUDIT score, and smoking (for model 1); age,
body mass index, education level, energy intake, fish intake, physical activity (high intensity, moderate intensity, and walking),
AUDIT score, and smoking (for model 2).
†Using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after adjusting for age (for age-adjusted model); age, education level, energy intake,
fish intake, physical activity (high intensity, moderate intensity, and walking), AUDIT score, and smoking (for model 1); age,
body mass index, education level, energy intake, fish intake, physical activity (high intensity, moderate intensity, and walking),
AUDIT score, and smoking (for model 2).

었다. 즉, 혈중 수은 농도가 높을수록 이들 지표가 유의하게

노출에 의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기전으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관련성은 혈중 수은 농도를 성별에 따라

페닐에프린을 통한 혈관수축 및 아세틸콜린을 통한 혈관 확

4분위수로 범주화하여 분석한 경우 뿐 아니라 연속변수로

14)
장 억제와 , 직접적인 산화 스트레스 반응의 증가 및 치올-

분석한 경우에도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였다. 아울러 혈중

함유 복합체(thiol-containing compounds)의 형성에 따른 산

수은 농도의 4분위수가 증가함에 따라 체질량지수와 허리둘

화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세포적 방어기전 저해와 자유 라디

레로 구분한 비만 및 복부 비만의 유병비도 선형으로 증가

칼에 의한 스트레스 증가, 질소산화물 생성 억제 및 미토콘

하는 용량-의존적 관계를 보였다. 특히 혈중 수은농도와 관

드리아의 구조적 이상 유도와 같은 다양한 기전이 고려되었

련성이 있는 총제지방량을 보정한 후에도 비만 및 복부 비

다.

만의 유병비는 혈중 수은 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여 이

혈중 수은과 체지방 간의 관련성이 혈중 수은과 심혈관 질

관련성이 제지방량과 독립적임을 시사하였다. 혈중 수은 농

환의 관련성을 일부 설명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도

도와 체조직 구성성분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소

연령만 보정하였을 때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인 고혈압과

수 연구에서 체질랑지수와 허리둘레와의 관련성에 대해 보

이상지질혈증의 유병비가 혈중 수은농도가 가장 높은 4분위

고하였다. 대상자의 혈중 수은 농도가 남자 9.74 ug/L, 여자

수에서 가장 낮은 4분위수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지만 체질

7.21 ug/L로 본 연구 대상자의 혈중 수은 농도에 비해 높은

량지수를 보정하자 혈중 수은농도와 이들 만성질환 간의 관

중장년층의 부산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체질

련성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최근의 동물실험에

량지수, 허리둘레, 엉덩이-허리둘레 비율과 혈중 수은 농도

서는 고지방 사료에 무기수은(염화수은)을 포함해서 사육한

10)

13)

15)

수은이 이러한 기전을 직접적으로 유도할 수 있지만

Barbosa 등 은 브라질

쥐에서 대조 쥐에 비해 백색지방세포의 크기가 작고 혈청

네그로 강 연안 지역의 생선을 주식으로 하는 부족민 15~40

렙틴 및 아디포넥틴 농도가 낮아서 비만과 관련된 문제를

세 4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모발에 함유된 수은 농도

가속화 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와 체질량지수 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 지방세포의 크기나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아디포카인

이처럼 두 연구에서 상이한 결과를 보인 것은 대상자의 민

에 관여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16)

사람에서도 수은

족과 나이와 같은 특성에 따른 차이, 수은 노출 수준을 평가

본 연구는 한국인을 대표할 수 있는 대상자에서 얻은 결

한 방법의 차이, 보정한 교란 변수의 범위에 따른 차이, 대

과이므로 수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특정 직업을 가진

상자의 수에 따른 차이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상자 또는 수은 노출 위험이 높은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

본 연구에서 혈중 수은 농도가 높은 군에서 비만이나 복

로 한 결과에 비해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인구집단에 일반

부 비만을 동반할 가능성이 증가한 결과는 만성적 수은 노

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

출과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 간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병태

해야 할 것이다. 우선, 혈중 수은 농도는 광범위하게 인체

생리적 기전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수은

내에서 수은이 흡수된 정도를 반영하는 적절한 지표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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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만 만성적 수은 축적상태를 반영하는 것인지 고려할 필

CC, Spiegelman D, et al. Mercury and the risk of

요가 있다. 생선섭취로 체내에 들어오는 유기수은과 공기,

coronary heart disease in men. N Engl J Med

아말감 등으로 체내에 유입되는 이온화 수은은 탈메틸화

2002;347:1755-60.

(demethylate)를 통하여 무기수은으로 저장된다. 수은에 지

8. Valera B, Dewailly E, Poirier P. Environmental mercury

속적으로 노출되는 산업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

exposure and blood pressure among Nunavik Inuit adults.

구에서, 지속적인 수은 노출이 무기 수은의 제거속도를 늦

Hypertension 2009;54:981-6.

추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혈중 무기 수은 농도의 측정

9. Choi AL, Weihe P, Budtz-Jørgensen E, Jørgensen PJ,

이 만성적 수은 노출의 지표로 이용될 수 있는 근거가 된

Salonen JT, Tuomainen TP, et al. Methylmercury

17)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측정한 혈중 수은은 수은의 만

exposure and adverse cardiovascular effects in Faroese

성적 노출을 반영하는 지표로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단면

whaling men. Environ Health Perspect 2009;117:367-72.

적 연구이므로 혈중 수은 농도와 체조직 구성 간의 선후관

10. You CH, Kim BG, Kim JM, Yu SD, Kim YM, Kim RB,

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과 본 연구에서 평가할 수 없었던 거

et al. Relationship between blood mercury concentration

주지역(해안과 내륙)과 같은 교란변수의 보정이 불완전했던

and waist-to-hip ratio in elderly Korean individuals living

제한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in coastal areas. J Prev Med Public Health 2011;.44:218

다.

결론적으로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자료를 분석한

-25.

결과, 혈중 수은 농도는 비만 또는 복부비만과 긍정적 관련

11.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orea

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간의 인과관계 및 가역성에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0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KNHANES V). Seoul: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2.
12. Lee SY, Park HS, Kim DJ, Han JH, Kim SM, Cho GJ,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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