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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인에서 커피 섭취와 평가 사구체 여과율의 연관성
신광현, 석교진*, 박준범, 장세정
곽병원 가정의학과

The Association between Coffee Consumption and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in Korean
Adults
Kwang-hyun Shin, Kyo-jin Seok*, Jun-beom Park, Se-jung Jang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Kwak’s Hospital, Daegu, Korea

Background: Coffee is known as the world’s most commonly consumed beverage and is known to have a large influence on health.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coffee consumption and kidney function is unclear.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association between coffee consumption
and kidney function in Korean adults using the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eGFR).
Methods: The study subjects were 2,110 participants (743 men and 1,367 women) of the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4. The coffee consumption frequency was assessed using a questionnaire. We categorized coffee consumption frequency as follows: <1 cup/day,
1 cup/day, 2 cups/day, and ≥3 cups/day. eGFR was calculated using the Modification of Diet in Renal Disease Study equation. The chi-square test and
t-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o analyze the association between coffee consumption and eGFR.
Results: In habitual coffee consumers, the mean eGFR and proportion of normal or increased eGFR (NIGFR)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in nonhabitual coffee consumers (P<0.001). After adjusting for all confounding factors, the odds ratio of NIGFR was 0.456 (95% confidence interval, 0.235–
0.878) only in the male habitual coffee consumers.
Conclusion: We found an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habitual coffee consumption and eGFR. Habitual coffee consumption was inversely correlated
with NIGFR only in men.
Keywords: Coffee; Glomerular Filtration Rate; Kidney; Korea

서론

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2)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 우울증, 자
살을 줄일 수 있다.3-7) 또한,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에서 간암, 대장암,

커피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섭취되는 음료로 한국에서도 커

유방암 및 전립선암 등의 위험도를 낮춰주는 것으로 나타났다.8) 하

피 섭취량은 증가하고 있다.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

지만 커피 섭취와 신장 기능과의 관련성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

면 한국의 19세 이상 성인 3,805명을 대상으로 음식 항목별 주당 섭

았다. 소규모의 건강한 일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습관적

취 빈도를 조사한 결과, 커피의 주당 섭취 횟수가 12.3회로 단일 음식

커피 섭취는 평가 사구체 여과율(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렇게 현대인의 일상이 된 커피는 건강에 많

eGFR)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9-11) Kim 등12)은 당뇨가 있는

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2형 당뇨를 예방하는 효

중년과 노년의 여성에서 커피 섭취가 신장 손상의 위험을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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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Miyatake 등13)은 건강한 일본 성인을 상대

준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 나이는 만 19세 이상을 성인으로 정의하

로 한 연구에서 커피 섭취와 eGFR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상반된 결

였고,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으

과를 보여 현재까지 커피와 신장 기능과의 관련성은 명확히 밝혀지

로 분류하였다. 건강행태조사 역시 설문 방법을 이용하여 흡연력은

지 않았고 국내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비흡연자, 평생 흡연량 <5 pack, 평생 흡연량 ≥5 pack으로 분류하였고,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성인의 커피 섭취량과 신장 기능의 연관성을 평가해 보았다.

음주력은 비음주자, 1–4회/월, 2–3회/주, ≥4회/주로 분류하였고 신체
활동은 근력운동 일수<5회/주, ≥5회/주로 분류하였다.
사구체 여과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뇨병, 고혈압, 신부전의

방법

만성 질환의 병력이 없는 사람들로 연구 대상을 제한하였다. 당뇨병
은 공복 혈당이 126 mg/dL 이상 또는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거나

1. 연구 대상자

당뇨병 치료 중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2차연도(2014년)의 자료를 이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 140 mmHg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 90

용하였다. 커피 섭취 빈도는 식품 섭취 빈도 조사를 이용하였다. 최

mmHg 이상이거나, 고혈압으로 치료 중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신기

초 대상자 7,550명 중 만 19세에서 64세인 경우는 4,390명이었고, 이

능 부전은 신부전 진단을 받았거나, 평가 사구체 여과율(eGFR)이 60

중 사구체 여과율에 영향을 미치는 당뇨, 고혈압, 신부전 환자를 제

mL/min/1.73 m2 미만으로 정의하였다.16)

외하면 2,651명이었으며, 최종적으로 이 중 연구변수에 결측값이 없
는 2,110명(남자 743명, 여자 1,367명)을 대상자로 하였다. 국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전국 192개 지역에서 계통추출법을 이용하여 선
정된 확률표본 3,840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1)

3. 통계 분석

첫째, 습관적 커피 섭취군과 비습관적 커피 섭취군에서의 평가 사
구체 여과율(eGFR) 및 기본적인 특성들을 비교하기 위하여 범주형
변수의 빈도와 가중 백분율을 제시하고 Rao-Scott 보정을 적용한 카
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실시하였으며, 연속형 변수의 평균과

2. 연구 변수 측정

커피 섭취 빈도는 영양조사-식품 섭취 빈도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

표준오차를 제시하고 t-test를 실시하였다. 둘째, 습관적 커피 섭취와

며, 영양조사원이 조사 대상자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대상자와 면담

정상 또는 증가된 사구체 여과율(NIGFR) 간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

하는 방법으로 조사되었다. 섭취 빈도는 거의 안 먹음, 1회/월, 2–3회/

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였

월, 1회/주, 2–3회/주, 4–6회/주, 1회/일, 2회/일, 3회 이상/일의 9개 항목

다. 보정은 네 가지 분석 모형에서 단계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연령, 성

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 중 습관적 커피 섭취군은 하루에 1잔 이상 마

별, 녹차 소비, 크림 소비, 설탕 소비, 음주력, 흡연력, 신체활동, 교육

시는 군, 비습관적 커피 섭취군은 하루에 1잔 미만으로 마시는 군으

수준, 체질량지수, 혈압,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밀도콜레스테롤,

로 분류하였고, 하루 1잔 이상 커피를 마시는 습관적 커피 섭취군을

저밀도콜레스테롤, 공복 혈당, 당화혈색소를 보정하였다. 셋째, 커피

다시 하루 1잔 마시는 군, 하루 2잔 마시는 군, 하루 3잔 이상 마시는

섭취 빈도와 정상 또는 증가된 사구체 여과율(NIGFR) 간 연관성을

군 등 총 3군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확인하여 위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

혈액 표본은 최소 8시간 이상 금식(12시간 금식 권장)하여 채혈을

을 이용하여 다른 요인들을 보정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분석은 복합

하였다. 혈청 크레아티닌 및 혈중 요소질소, 공복 혈당, 혈중 지질 성

표본분석을 고려하였으며 IBM SPSS 23.0 (IBM Co., Armonk, NY,

분에 대한 분석은 Hitachi Automatic Analyzer 7600-210 (Hitachi, To-

USA)을 사용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P값 0.05 미만을 기준으로

kyo, Japan)을 통해 수행하였고 당화혈색소는 Tosoh G8 (Tosoh, To-

하였다.

kyo, Japan)을 통해 측정되었다.
평가 사구체 여과율(eGFR)은 Modification of Diet in Renal disease
(MDRD) 186.3×(serum creatinine)
14)

×(Age)

-1.154

결과

×0.742 (if female)으로

-0.203

계산하였다. 정상 또는 증가된 사구체 여과율(normal or increased

Table 1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커피를

eGFR, NIGFR)은 National Kidney Foundation classification 에 따라

습관적으로 마시는 군에서 유의하게 평균 연령과 교육수준이 더 높

eGFR ≥90 mL/min per 1.73 m 으로 정의하였다. 사회 경제적 지표는

고 음주, 흡연, 녹차 섭취, 크림과 설탕 섭취도 유의하게 더 많았다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통해 조사되었고 성별, 나이(만 연령), 교육수

(P<0.05). 체질량지수와 total cholesterol과 low density lipoprotein은 비

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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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in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
All subjects

Table 1. Continued

Habitual coffee
Non-habitual
consumers
coffee consumers P-value
(≥1 cup/d)
(<1 cup/d)

Variable

Habitual coffee
Non-habitual
consumers
coffee consumers P-value
(≥1 cup/d)
(<1 cup/d)

Estimated GFR (mL/min/1.73 m2)

1,372 (64.4)

738 (35.6)

Men

517 (67.9)

226 (32.1)

All subjects

98.18±0.51

104.01±0.77

<0.001

Women

855 (61.4)

512 (38.6)

Men

94.96±0.66

102.78±1.17

<0.001

40.59±0.40

34.70±0.58

101.29±0.67

104.91±0.88

<0.001

Age (y)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or less

0.006
96 (4.8)

53 (4.4)

Middle school

107 (6.5)

56 (6.3)

High school

510 (39.5)

322 (48.1)

College or more

659 (49.2)

307 (41.2)

No

252 (15.7)

207 (23.1)

1–4 times a month

837 (63.2)

419 (59.5)

2–3 times a week

206 (15.3)

89 (14.1)

77 (5.8)

23 (3.4)

854 (55.0)

572 (72.5)

<5 pack

33 (2.7)

24 (3.7)

≥5 pack

485 (42.3)

Alcohol intake

More than 4 times a week

0.002

≥5 times a week

Table 2. Association between habitual coffee consumption (≥1 cup/d)
and normal or increased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NIGFR)
Variable

84 (6.9)

OR (95% CI)

P-value

Model 1

0.553 (0.434–0.705)

<0.001

695 (94.1)

Model 2

0.769 (0.582–1.016)

0.065

43 (5.9)

Model 3

0.759 (0.516–1.118)

0.162

Model 4

0.791 (0.535–1.170)

0.240

0.449
1,288 (93.1)

NIGFR*

All subjects

142 (23.8)

Exercise
<5 times a week

Women

Values are presented as unweighted number (weighted %) or mean±standard
error. P-value by Rao-scott chi-square test or t-test.
BMI, body mass index;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TG, triglyceride; LDL-C, low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HbA1c, hemoglobin A1c; BUN, blood urea nitrogen; GFR, glomerular filtration rate; NIGFR, normal or increased estimated GFR.
NIGFR for all subject is defined as estimated GFR ≥90 mL/min/1.73 m2.

<0.001

Smoking for lifetime
Non-smoking

<0.001

Tea consumption

0.020

Men

No

870 (63.1)

500 (66.2)

1–6 cups a week

433 (30.9)

217 (30.9)

Model 1

0.492 (0.346–0.699)

<0.001

69 (5.9)

21 (2.9)

Model 2

0.761 (0.497–1.164)

0.206

Model 3

0.428 (0.214–0.857)

0.017

Model 4

0.456 (0.237–0.878)

0.019

1 cup or more a day

<0.001

Cream consumption
No

255 (19.5)

416 (54.4)

Women

<1/wk

71 (4.8)

112 (14.9)

1–6/wk

122 (8.3)

209 (30.5)

Model 1

0.665 (0.491–0.901)

0.009

1/d

305 (22.2)

1 (0.3)

Model 2

0.759 (0.546–1.054)

0.099

0 (0.0)

Model 3

0.961 (0.615–1.502)

0.860

0 (0.0)

Model 4

0.989 (0.636–1.536)

0.960

2/d

310 (21.4)

3/d

309 (23.9)

<0.001

Sugar consumption
222 (17.4)

387 (51.0)

<1/wk

No

56 (3.6)

121 (15.9)

1–6/wk

101 (6.7)

229 (32.8)

1/d

328 (23.9)

1 (0.3)

2/d

324 (22.5)

0 (0.0)

3/d

341 (26.0)

0 (0.0)

Estimated b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Model 1: unadjusted. Model 2:
model 1 plus adjustment for age and sex. Model 3: model 2 plus adjustment for
tea consumption, cream consumption, sugar consumption, alcohol drinking,
smoking, exercise, and education level. Model 4: model 3 plus adjustment for
BMI, blood pressures, cholesterol, TG, HDL-C, LDL-C, glucose and HbA1C.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BMI, body mass index; TG, triglyceride;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LDL-C, low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HbA1c, hemoglobin A1c; GFR, glomerular filtration rate.
*
NIGFR for all subject is defined as estimated GFR ≥90 mL/min/1.73 m2.

BMI (kg/m2)

23.27±0.11

22.87±0.15

SBP (mmHg)

109.62±0.42

109.98±0.51

0.538

DBP (mmHg)

72.83±0.33

72.23±0.37

0.170

188.10±1.01

178.99±1.49

<0.001

52.51±0.35

53.00±0.51

0.407

습관적 커피 섭취군에서 유의하게 낮았으며(P<0.001), 공복 혈당 및

TG (mg/dL)

120.18±2.77

116.34±5.01

0.521

LDL-C (mg/dL)

112.21±0.90

103.68±1.20

<0.001

당화혈색소 또한 비습관적 커피 섭취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Total cholesterol (mg/dL)
HDL-C (mg/dL)

0.022

92.75±0.35

91.13±0.38

<0.001

(P<0.001). 혈중 요소질소의 경우는 두 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HbA1C (%)

5.49±0.01

5.42±0.01

<0.001

BUN (mg/dL)

13.42±0.12

13.03±0.18

0.051

(P>0.05), 혈청 크레아티닌의 경우는 비습관적 커피 섭취군일 때 유

Creatinine (mg/dL)

0.83±0.01

0.80±0.01

0.001

의하게 더 낮았다(P<0.001). 비습관적 커피 섭취군에서 정상 또는 증

Normal or increased GFR (%)

930 (69.2)

571 (80.2)

<0.001

가된 사구체 여과율(NIGFR)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고(P<0.001), 평

Glucose (mg/dL)

가 사구체 여과율(eGFR)도 비습관적 커피 섭취군에서 전체, 남자, 여
자 대상군 모두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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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ssociation between frequency of coffee consumption and
normal or increased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NIGFR)
Variable

NIGFR*

Korean Journal of Family Practice

3잔 이상 마시는 전체, 남자, 여자 모든 군에서 NIGFR의 교차비는 통
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5).

OR (95% CI)

P-value

1 cup/d

1.175 (0.681–2.027)

0.560

2 cup/d

1.089 (0.614–1.931)

0.769

≥3 cup/d

0.753 (0.437–1.297)

0.305

1 cup/d

1.753 (0.732–4.195)

0.207

2 cup/d

0.843 (0.315–2.259)

0.734

상의 습관적 커피 섭취군에서 평가 사구체 여과율(eGFR)의 평균값

≥3 cup/d

0.675 (0.240–1.898)

0.455

과, 정상 또는 증가된 사구체 여과율(NIGFR)의 비율이 유의하게 낮

1 cup/d

1.031 (0.532–2.000)

0.927

았다. 모든 혼란변수를 모두 보정한 상태에서 남자에서만 습관적 커

2 cup/d

1.205 (0.631–2.301)

0.572

피 섭취와 NIGFR이 유의하게 역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커피 섭취 빈

≥3 cup/d

0.845 (0.452–1.581)

0.598

고찰

All subject

Men

Women

Estimated b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djusted for age, sex, tea consumption, cream consumption, sugar consumption, alcohol drinking, smoking,
exercise, and education level, BMI, blood pressures, cholesterol ,TG, HDL-C, LDLC, glucose and HbA1C.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BMI, body mass index; TG, triglyceride;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LDL-C, low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HbA1c, hemoglobin A1c; GFR, glomerular filtration rate.
*
NIGFR for all subject is defined as estimated GFR ≥90 mL/min/1.73 m2.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여 한국 성인에서 커피 섭취
와 평가 사구체 여과율(eGFR)의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 하루 1잔 이

도와 NIGFR 간에는 전체, 남자, 여자 군 모두에서 유의한 관계를 보이
지 않았다. 이는 일본의 소규모 연구들과는 상반되는 결과이지만9-11)
또 다른 일본 연구에서는 둘의 상관관계가 없다고 밝혀,13) 커피 섭취
와 신기능의 연구에 일관성이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의 한국인을 상
대로 연구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Herber-Gast 등17)은 네덜란드인 4,722명을 대상으로 한 커피와 평
사 사구체 여과율(eGFR)과의 관계 연구에서 커피를 하루에 3잔에

Table 2에서는 하루 1잔 이상의 습관적 커피 섭취와 정상 또는 증

서 6잔 이상 마시는 46세 이상에서만 커피 섭취가 평가 사구체 여과

가된 사구체 여과율(NIGFR)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율(eGFR)을 조금 올릴 뿐이고, 커피 섭취와 연간 eGFR 변화 및 eGFR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먼저 모형 1에서는 무보정한 분석을 실시하

의 급격한 감소 위험 간에는 연관성이 없으므로 커피 소비자 중에서

였고, 모형 2에서는 나이, 성별을 보정하였으며, 모형 3에서는 모형 2

높은 eGFR이 사구체 과여과의 결과일 가능성은 희박하고, 결론적

의 보정변수와 더불어 녹차 소비, 크림 소비, 설탕 소비, 음주력, 흡연

으로 하루 3잔 미만의 커피 섭취는 일반 인구의 신장 건강에 영향을

력, 신체활동, 교육수준을 추가로 보정하였고, 모형 4에서는 모형 3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커피 섭취량과 eGFR 사이

의 보정변수와 더불어 체질량지수, 혈압,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

의 연관성이 다양한 생물학적 위험 요소와 카페인 성분을 포함하여

밀도콜레스테롤, 저밀도콜레스테롤, 공복 혈당, 당화혈색소를 추가

커피 성분에 의해 전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quinide와

로 보정하였다. 전체 대상자의 결과는 모형 1의 경우에서만, 비습관

niacine을 포함한 항산화 성질의 다른 커피 화합물이 커피와 eGFR과

적 커피 섭취군에 비해 하루 1잔 이상의 커피 섭취를 할 때 NIGFR의

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교차비가 0.553 (95% 신뢰구간, 0.434–0.705)로 유의하게 더 낮았다. 남

커피는 수천 가지의 물질로 이루어진 복합물로 그 중 대표적 성분

성에서는 모형 3, 4에서 하루 1잔 이상의 습관적 커피 섭취를 할 때

인 카페인은 아데노신수용체에 길항작용을 하고, methylxanthine 유

NIGFR의 교차비가 각각 0.428 (95% 신뢰구간, 0.214–0.857), 0.456

도체 공통의 phosphodiesterase에 비선택적인 저해 작용을 하여 세포

(95% 신뢰구간, 0.237–0.878)로 유의하게 더 낮았다. 여성에서는 모형

내 cyclic Adenosine Mono-Phosphate 농도의 상승을 일으킨다.18-20) 이

1에서만 하루 1잔 이상의 커피 섭취를 할 때 NIGFR의 교차비가

러한 작용의 결과 신장 혈관 확장에 의해 사구체 여과율(GFR)이 증

0.665 (95% 신뢰구간, 0.491–0.901)로 유의하게 더 낮았다. 그 외 모형 2,

가하고, 세뇨관에서 수분의 재흡수를 억제하여 마신 후 수 시간 동

3, 4에서는 하루 1잔 이상의 커피 섭취와 NIGFR의 교차비는 유의하

안 이뇨작용과 나트륨 배설증가, 혈압을 증가시킨다.21,22) 하지만 본

지 않았다.

연구에서는 최소 8시간 이상 야간 금식을 한 후 아침 공복 상태에서

Table 3에서는 습관적 커피 섭취군에서 커피 섭취 빈도와 정상 또

혈액 표본 채취를 하였으므로, 이런 카페인의 급성 반응은 영향을

는 증가된 사구체 여과율(NIGFR)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모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인체는 항상성을 유지하려

든 혼란 변수를 보정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하루 1

는 습성으로 인해 최소 8시간 이상의 금식상태에서는 습관적 커피

잔 미만의 비습관적 커피 섭취군에 비해 커피를 하루 1잔, 하루 2잔,

섭취군에서 보상적으로 이뇨작용이 더 줄어서 비습관적 커피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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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비해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가 유의하게 더 높게 나왔고 이로 인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 증가로 최근 만성 신부전 환자가 증가하는 상

해 eGFR과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었을 수 있다. Tofovic과 Jack-

황에서 커피 섭취량 또는 커피 종류가 신장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son 은 쥐를 통한 실험에서 카페인의 장기적 섭취가 쥐의 평가 사구

대한 선후관계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향후 대규모의 전향적 연구

체 여과율과 크레아티닌 청소율을 유의하게 감소시킨다고 밝힌 바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23)

있다. 그리고 습관적 커피 섭취군이 비습관적 커피 섭취군보다 평균
나이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하여 이전 보고서들과

요약

결과가 유사하지 않을 수 있다.
Wijarnpreecha 등24)은 미국인 14,898명에서 커피 섭취와 만성 신부

연구배경: 커피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섭취되는 음료로 건강에

전 환자와의 연관성을 연구한 4개의 메타분석 연구에서 둘의 상관

도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커피 섭취와 신장 기능

관계를 찾지 못하였다. 향후 건강한 성인 및 신부전 환자에서 커피

과의 관계는 불명확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성인에서 커피 섭

섭취와 신장 기능과의 인과 관계적 의미를 얻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

취 빈도와 신기능과의 관계를 평가 사구체 여과율(eGFR)을 평가하

요하다.

여 확인해 보고자 한다.

국내에서 커피 섭취가 신장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논

방법: 본 연구는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조사

문이 많지 않은 시점에서 그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참여자 중에서 건강한 성인 2,11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커피 섭취 빈

의미가 있지만, 이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이 연구는 단

도는 식품 섭취 빈도 조사 설문지로 조사하였다. 평가 사구체 여과

면 연구로서 커피 섭취와 평가 사구체 여과율(eGFR)과 정상 또는 증

율(eGFR)은 MDRD equation 186.3×(serum creatinine -1.154)×

가된 사구체 여과율(NIGFR)과의 연관성은 암시할 수 있지만 상호

(Age-0.203)×0.742 (if female)으로 계산하였다. 정상 또는 증가된 사구체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결측값 및 각종 질환

여과율(NIGFR)은 National Kidney Foundation classification에 따라

의 환자를 제외한 뒤 2,11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분석으로, 향후 대

eGFR ≥90 mL/min per 1.73 m2으로 정의하였다. 커피 섭취군은 하루 1

규모의 전향적 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는지 후속 연구가

잔 미만 섭취군, 하루 1잔 섭취군, 하루 2잔 섭취군, 그리고 하루 3잔

필요하다. 셋째, 2차 자료를 활용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설문의 한계

이상 섭취군의 총 4군으로 분류하였다.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점으로 커피 섭취 빈도에 대한 정보만 있을 뿐 커피의 종류, 커피 한

통해 커피 섭취량과 평가 사구체 여과율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잔의 양과 같은 보다 자세한 정보를 고려하지 못했다. 커피는 종류에

결과: 하루 1잔 이상의 습관적 커피 섭취군에서 평가 사구체 여과율

따라 5 oz 기준으로 볶은 커피는 85 mg, 인스턴트 커피는 60 mg, 탈 카

과 NIGFR의 비율이 유의하게 낮았다(P<0.001). 모든 혼란변수를 보

페인 커피는 3 mg의 카페인이 들어있는 등 각각의 카페인 함량이 다

정 후 남자군에서만 습관적인 커피 섭취군에서 NIGFR의 교차비가

르다. 또한, 1일 카페인 권장량은 4 mg/kg임을 고려해 커피 섭취량을

0.456 (95% 신뢰구간, 0.235–0.878)로 유의하였다.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섭취하는 커피의 종류와 한 잔의 양과 하루

결론: 습관적인 커피 섭취군에서 평균 평가 사구체 여과율과 역의

에 마시는 커피 잔 수를 모두 고려해야겠다. 커피를 주제로 한 여러

상관관계가 있고 남자에서만 습관적 커피 섭취와 NIGFR이 유의하

선행연구에서 커피의 양과 질을 혼란변수로 고려하였던 점을 고려

게 역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25)

해 본다면, 하루 총 카페인 섭취량이나 녹차만이 아닌, 초콜릿, 탄산
음료 등 다른 카페인 섭취 경로에 대한 고려도 중요할 수 있다.26)

중심단어: 커피; 사구체 여과율; 신장; 한국

또 다른 한계점으로는 크레아티닌을 기초한 MDRD 공식으로 평
가 사구체 여과율을 구했는데 이는 정상적인 eGFR의 사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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