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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의 신체활동과 평가 사구체 여과율과의 관계
모은식, 김민정*, 김석중, 김형주, 채병현, 강수정, 박재영
국립중앙의료원 가정의학과

Association between Physical Activity and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in Adults
Eunshik Mo, Min-Jeong Kim*, Seok-joong Kim, Hyung-joo Kim, Byung-hyun Chae, Sujeong Kang, Jaeyoung Park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National Medical Center, Seoul, Korea

Backgroun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physical activity and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eGFR) in Korean
adults.
Methods: We selected 6,546 adults aged >19 years from among the participants of the 2016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Physical activity and
sedentary time were measured using the glob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s developed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eGFR was calculated
using the Modification of Diet in Renal Disease equation. After adjustment for covariates (age, marital status, hypertension, diabetes, myocardial
infarction, drinking, smoking, total cholesterol level, body mass index, and C-reactive protein level), the correlations among physical activity,
sedentary time, and eGFR were analyzed using multivariate linear regression analysis.
Results: No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physical activity level and eGFR. However, sedentary time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eGFR. The result
showed that eGFR increased as sedentary time decreased.
Conclusion: No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physical activity level and eGFR in adults aged >19 years, but sedentary time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eGFR.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activity and eGFR, using other physical activity
indicators and changing the physical activity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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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야 한다.3) 여기서 특히 신체활동은 나이를 막론하고 다양한 건강상
의 이득이 있음이 잘 알려져 있는데, 노인에서는 전체 사망률을 감

만성 신부전은 전세계적으로 높은 유병률 및 발생률을 보이는 질
병으로 일반적으로 평가 사구체 여과율(estimated glomerular filtra-

소시키고 심혈관계질환의 발생률을 낮추며, 낙상 및 골절위험을 감
소시킬 뿐 아니라 근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4-6)

tion rate, eGFR)에 의해 정도를 나타낼 수 있다. 신장기능은 보통 나

우리나라에서는 신체활동과 신장기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에 따라 감소하고 신장기능의 감소는 뇌졸중, 심질환, 당뇨병 및 감

부족한 상황이며 외국의 신체활동과 신장기능과의 관련성에 대한

염 등의 합병증과 의료비 증가 요인으로써 많은 관심과 예방의 노력

연구들을 보면 일부 연구들은 상관관계가 있지만,7-9) 다른 결과를 보

이 필요하다.1,2)

이는 연구들도 있다.10,11) 이에, 2016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

예방을 위해서는 흡연과 음주, 비만과 같은 건강 위험 행동을 피

여 신체활동과 평가 사구체 여과율(eGFR)과의 관계를 파악하려 한

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고혈압과 당뇨와 같은 질환을 잘 관리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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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e in mg/dL)-1.154×(Age)-0.203×(0.742 if female)로 계산하였다.

방법

대상자의 평가 사구체 여과율(eGFR)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성별,
1. 연구대상 및 분류

연령, 결혼유무, 경제활동),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심근경

2016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1차년도 원시자료에 참여한

색증), 건강행태(음주, 흡연, 신체활동 유무), 신체계측(신장, 체중, 허

8,150명 중 만 19세 이상 혈청 크레아티닌(serum creatinine) 결과가 있

리둘레, 체질량지수,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및 혈액검사(당화혈색

는 남녀 6,54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소, 총콜레스테롤, C반응성 단백시험, 혈청 크레아티닌, 공복혈당)와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 가운데에서 신체 계측을 통해 수집한 체

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중과 신장 자료를 이용하였고, 건강 설문조사를 통해 연령, 성별 등

또한, 평가 사구체 여과율(eGFR)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변수 중

사회인구학적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흡연, 음주 등의 건강 행태에 대

연령, 결혼, 고혈압, 당뇨병, 심근경색증, 음주, 흡연, 총콜레스테롤, 체

해서는 자기 기입식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결혼 상태는 기혼과 미혼

질량지수 및 C반응성 단백시험을 보정하여 신체활동 수준과 사구

으로 분류, 만성 질환은 현재 유병여부로 ‘있음’과 ‘없음’을 나누었다.

체 여과율(eGFR)과의 상관관계, 하루 앉아서 보내는 시간과 사구체

경제활동은 ‘예’, ‘아니요’로 흡연은 현재 흡연여부에 따라, 흡연자와

여과율(eGFR)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3가지 Model을 설정하

비흡연자로 나누었고, 음주는 1년 중 1달 이상 음주한 경험이 있는

였다. Model 1은 나이를 보정하고 Model 2은 Model 1에 결혼, 고혈압,

것을 기준으로 음주자와 비음주자로 나누었다.

당뇨병, 심근경색증, 음주, 흡연, 총콜레스테롤을 추가로 보정하고

신체활동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개발한 국제신체활동설문(global

Model 3은 Model 2에 체질량지수와 C반응성 단백시험을 추가로 보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s)을 도입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정하였다.9) 각 Model에 대해 다변량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신뢰

설문내용 중 일, 여가 관련 신체활동의 유무, 강도, 빈도 및 시간, 하

구간(95% confidence interval)을 계산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루 앉아서 보내는 시간(sedentary time)에 따라 분류하였다. 운동 강

P<0.05로 하였고, 통계 프로그램은 SAS version 9.4 (SAS Institute, Cary,

도는 고강도, 중강도 신체활동으로 나누었고, 고강도 신체활동은 격

NC, USA)를 이용하였다.

렬한 신체활동으로 숨이 많이 차거나 심장이 매우 빠르게 뛰는 활
동을, 중강도 신체활동은 중간 정도의 신체활동으로 숨이 약간 차거

결과

나 심장이 약간 빠르게 뛰는 활동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보
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의 global recommendations on

1.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과 평가 사구체 여과율(eGFR)과의

physical activity for health를 참고하여 일, 여가 관련 중강도 신체활동

관계

시간(분, 일주일 기준)을 기준으로 신체활동 수준을 정리하였고, 일,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1차년도에 참여한 혈청 크레아티

여가 관련 고강도 신체활동 시간(분, 일주일 기준)은 2배로 계산하여

닌(serum creatinine) 결과가 있는 만 19세 이상 남녀 6,546명 중 신체

12,13)

합산하였다.

활동 설문조사가 미비한 4,499명을 제외한 2,047명(남자 1,109명, 여
자 93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평균 나이는 40.9세였다. 대상자의 혈

2. 통계분석

중 크레아티닌은 0.83 mg/dL, 표준편차는 0.19였다. 나이, 성별, 결혼,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1차년도 원시자료를 이용하였고,

경제활동상태 같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평가 사구체 여과율

자료분석 시 층, 집락, 가중치를 반영한 복합표본자료 분석기법을 적

(eGFR)과 상관관계가 있었고,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도 상관

용하였다. 혈청 크레아티닌(serum creatinine) 결과가 있는 만 19세 이상

관계가 있었다. 신장을 제외한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수축기혈

남녀 6,546명 중 일, 여가 관련 신체활동 여부에 모두 ‘모름’이라고 응

압, 이완기혈압과 같은 신체계측치도 평가 사구체 여과율(eGFR)과

답한 4,499명을 제외한 2,047명(남자 1,109명, 여자 938명)을 대상으로

상관관계가 있었다. 하루 앉아서 보내는 시간도 평가 사구체 여과율

신체활동 수준과 평가 사구체 여과율(eGFR)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

(eGFR)과 상관관계가 있었고, 혈액검사상 당화혈색소와 C반응성 단

였고, 하루 앉아서 보내는 시간에 ‘모름’으로 답한 498명을 제외한 총

백시험은 평가 사구체 여과율(eGFR)이 높은 군에서 더 낮은 결과를

6,048명(남자 2,677명, 여자 3,371명)을 대상으로 하루 앉아서 보내는

보였고,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1).

시간과 평가 사구체 여과율(eGFR)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평가
사구체 여과율(eGFR) 계산에는 Modification of Diet in Renal Disease
(MDRD) 를 사용하여 평가 사구체 여과율(eGFR)=186×(serum creati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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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by category of kidney function (eGFR using MDRD)
eGFR (mL/min per 1.73 m2)

Variable

Total (n=2,047)

<45 (n=10)

45 to <60 (n=24)

60 to <90 (n=639)

≥90 (n=1,374)

P-value

62.67±15.77

<0.0001

Age (y)

40.94±17.77

73.50±6.96

51.74±13.96

35.30±16.54

Sex (male)

1,109 (54.28)

6 (60.0)

15 (62.5)

381 (59.6)

707 (51.5)

0.0057

Marriage

1,369 (66.9)

10 (100.0)

23 (95.8)

567 (88.7)

769 (56.0)

<0.0001

Economically active

1,120 (54.7)

4 (40.0)

10 (41.7)

410 (64.2)

696 (50.7)

0.0026

348 (17.0)

2 (20.0)

0 (0.0)

102 (16.0)

244 (17.8)

0.0005

Smoking

1,134 (55.4)

3 (30.0)

7 (29.2)

407 (63.7)

717 (52.2)

<0.0001

Hypertension

425 (20.8)

9 (90.0)

17 (70.8)

21 (33.0)

188 (13.7)

<0.0001

Diabetes mellitus

170 (8.3)

5 (50.0)

9 (37.5)

68 (10.6)

88 (6.4)

<0.0001

34 (1.7)

2 (20.0)

2 (8.3)

17 (2.7)

13 (0.9)

<0.0001

Alcohol drinking

Angina
Recreational vigorous activity
Recreational moderate activity

674 (32.9)

1 (10.0)

8 (33.3)

211 (33.0)

454 (33.0)

0.4039

1,420 (69.4)

7 (70.0)

15 (62.5)

486 (76.1)

912 (66.4)

0.0001

Work related vigorous activity

166 (8.1)

1 (10.0)

3 (12.5)

29 (4.5)

133 (9.7)

0.0005

Work relatedmoderate activity

664 (32.4)

4 (40.0)

11 (45.8)

133 (20.8)

516 (37.6)

<0.0001

164.81±9.99

165.78±8.68

165.83±8.67

Height (cm)

165.76±8.71

158.77±11.06

0.0782

Weight (kg)

65.18±13.19

61.52±9.68

70.76±17.24

66.76±11.61

64.38±13.73

0.0002

Waist circumference (cm)

80.71±10.80

86.44±9.23

91.28±12.78

83.17±8.96

79.34±11.24

<0.0001

BMI (kg/m2)

23.60±3.69

24.49±3.87

25.84±4.48

24.18± 3.06

23.28±3.89

<0.0001

116.22±15.41

127.80± 21.19

131.83±19.46

119.93±16.09

114.14±14.42

0.017

74.73±10.25

69.00±9.21

76.29±12.57

77.25±9.66

73.58±10.27

<0.0001
<0.0001

Sistolic BP (mmHg)
Diastolic BP (mmHg)
HbA1c (%)
Total cholesterol (mmol/L)
hsCRP(mg/L)

5.57±0.72

6.16±0.62

6.34±1.20

5.66±0.66

5.51±0.72

188.19±36.80

162.00±26.85

189.71±42.82

195.75±36.84

184.84±36.19

0.0017

1.09±2.04

2.56±3.36

1.90±3.99

1.14±2.21

1.04±1.89

0.0002

Serum creatinine (μmol/L)

0.83±0.19

1.74±0.25

1.28±0.17

0.95±0.14

0.76±0.14

<0.0001

Sedentary time (h)

8.19±3.55

8.90±3.70

8.83±4.24

7.75±3.33

8.37±3.62

<0.0001

97.73±21.38

102.7±15.59

106.17±24.97

99.9±19.23

96.53±22.19

0.0022

Fasting glucose (mg/dL)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ation or number (%).
eGFR,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MDRD, Modification of Diet in Renal Disease; BMI, body mass index; BP, blood pressure; CRP, C-reactive protein.
Chi-square test and frequency analysis are done.

Table 2. Associations between physical activity and eGFR (mL/min per
1.73 m2)

Table 3. Associations between sedentary behavior and eGFR (mL/min
per 1.73 m2)

Model

Regression
coefficient

SE

t

P-value

Model

Regression
coefficient

SE

t

P-value

Model 1 (n=2,047)

-0.00105

0.000652

-1.61

0.1089

Model 1 (n=6,048)

-0.5348

0.11576

-4.62

<0.0001

Model 2 (n=1,729)

0.00008

0.000723

0.11

0.9107

Model 2 (n=5,512)

-0.4874

0.12933

-3.77

0.0002

Model 3 (n=1,729)

0.00011

0.000726

0.15

0.8836

Model 3 (n=5,510)

-0.4730

0.12909

-3.66

0.0003

eGFR,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SE, standard error.
Model 1 adjusted for age and age squared. Model 2 adjusted as for Model 1
plus marriage,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angina, smoking, alcohol drinking and total cholesterol. Model 3 adjusted as for Model 2 plus body mass index
and C-reactive protein.

eGFR,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SE, standard error.
Model 1 adjusted for age and age squared. Model 2 adjusted as for Model 1
plus marriage,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angina, smoking, alcohol drinking and total cholesterol. Model 3 adjusted as for Model 2 plus body mass index
and C-reactive protein.

상관관계를 살펴본 회귀분석 결과, 나이를 보정한 Model1에서 상관

3. 하루 앉아서 보내는 시간과 평가 사구체여과율(eGFR)의

관계가 없었고(P=0.1089), Model 1에 결혼, 고혈압, 당뇨병, 심근경색

상관관계

증, 음주, 흡연, 총콜레스테롤을 추가로 보정한 Model 2도 상관관계

하루 앉아서 보내는 시간과 평가 사구체 여과율(eGFR)과의 상관

가 없었다(P=0.9107). Model 2에 추가로 신체질량지수, C반응성 단백

관계를 살펴본 회귀분석 결과, 나이를 보정한 Model 1에서 음의 상

시험을 보정한 Model 3도 상관관계가 없는 결과(P=0.8836)를 보여,

관관계가 있었고(P<0.0001), Model2에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모든 Model에서 신체활동 수준은 평가 사구체 여과율(eGFR)과 상

(P=0.0002). Model 3에서도 상관관계가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P=

관관계가 없는 결과를 보였다(Table 2).

0.0003) 교란변수들을 고려하여도 평소 하루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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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할수록 평가 사구체 여과율(eGFR)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에 C반응성 단백시험, 체질량지수도 혼란변수로 하여 신체활동

(Table 3).

과 평가 사구체 여과율(eGFR) 간의 상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정
하였다.

고찰

일, 여가 관련 신체활동수준과 평가 사구체 여과율(eGFR) 간의
상관관계는 없었지만, 하루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평가

외국 연구에서는 신체활동과 신장기능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

사구체 여과율(eGFR)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

구된 사례가 있으나, 국내에서는 대규모 표본을 통해 신체활동과 신

서 사용한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중 일, 여가 관련 신체활

장기능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본 연구가 없었다. 이에 2016년 국민

동 강도 및 시간에 대한 설문조사는 ‘모름’으로 답한 비율이 높고, 신

건강영양조사 결과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성인에서 신기능에 영향

체활동수준의 수치화는 선정한 신체활동 지표와 산출하는 방법에

을 미치는 인자들을 보정하여 신체활동과 평가 사구체 여과율

따라 결과가 변할 수 있다는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 반면 하루 앉아

(eGFR)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고, 일, 여가 관련 신체활동 수준과

서 보내는 시간은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혈청 크레아티닌

평가 사구체 여과율(eGFR)과는 상관관계는 없었지만, 하루 앉아서

결과가 있는 만 19세이상 성인 6,546명 중 498명 만이 ‘모름’으로 하였

보내는 시간이 감소할 수록 평가 사구체 여과율(eGFR)이 증가하는

고, 나머지는 하루 앉아서 보내는 시간의 설문에 모두 답하였다. 이

상관관계를 보였다. 보정한 인자들 중 특히 연령은 신기능 저하와 많

러한 설문조사 질과 지표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로 나타났다고 생각

은 연구에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고,15) 연령이 증가

되고, 자기보고식 평가 설문조사의 한계와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또

함에 따라 당뇨, 고혈압과 같은 신장기능과 연관된 만성질환이 없이

다른 제한점으로 단면연구이므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

도 평가 사구체 여과율(eGFR)의 감소를 보이는 경우가 많기에 신체

과 신장기능의 지표로 사용 가능한 소변 알부민/크레아티닌 비율 검

활동수준과 평가 사구체 여과율(eGFR)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함에

사가 국민건강영양조사 검사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어 사용하지 못

있어 연령을 Model 1에서부터 보정하였다.

하였다는 것이다.

신체활동정도와 신장기능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이전논문에서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인구집단의 특성을 반영하는 국

는 연구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였다. 2017년 영국 UCL medical school

민 건강 영양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그 동안 연구가 되지

의 Parsons 등 의 평균나이 78.5세인 남성 노인인구 1,352명을 대상으

않았던 신체활동과 신장기능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로 신체활동과 신장기능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연구에서는 신

있고, 19세 이상 성인에서 신체활동수준과 신장기능간의 상관관계

체활동이 증가할 수록 평가 사구체 여과율(eGFR)이 증가하였고, 앉

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평소 하루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적을수록

아있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평가 사구체 여과율(eGFR)이 감소하였

평가 사구체 여과율(eGFR)이 높다는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하지

다. 반면에 2011년 오스트레일리아 Georhe institute의 White 등 은

만, 신체활동수준에 대한 기준변화, 다른 신체활동지표 활용을 통

6,318명의 2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주 150분 이상 활

한 신체활동과 평가 사구체 여과율(eGFR)간의 관계에 대한 추가연

동을 한 군과 활동을 하지 않은 군간의 비교에서 나이, 성별 등 교란

구가 필요하고, 설문조사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9)

11)

변수를 고려하였을 때 두 군간의 평가 사구체 여과율(eGFR)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비만이면서 활동을 하지 않는

CONFLICT OF INTEREST

군은 albuminuria가 있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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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탕으로 신체활동과 신장기능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
점을 들 수 있다. 그 동안 성인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지표나 대사

요약

지표와 평가 사구체 여과율(eGFR)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있
었지만, 신체활동 강도와 시간을 바탕으로 신체활동 수준을 수치화

연구배경: 2016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1차년도 원시자료를

하여 평가 사구체 여과율(eGFR)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없

이용하여 성인의 신체활동과 평가 사구체 여과율(eGFR)의 상관관

었다. 또한, 나이, 결혼,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증, 음주, 흡연, 체질량

계를 연구하였다.

지수, C반응성 단백시험과 같은 혼란변수들을 충실히 고려하였다.

방법: 2016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자 8,150명 중 만 19세 이상

16)

혈청 크레아티닌(serum creatinine) 결과가 있는 남녀 6,546명을 대상

17)

신기능 저하는 증가된 염증반응 과 체질량지수 와 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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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식 외. 성인의 신체활동과 평가 사구체 여과율과의 관계

으로 하였다. 신체활동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개발한 국제신체활동
설문(glob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s)를 도입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내용 중 일, 여가 관련 신체활동의 유무, 강도, 빈도
및 시간, 하루 앉아서 보내는 시간(sedentary time)에 따라 분류하였
다. 평가 사구체 여과율(eGFR)은 Modification of Diet in Renal Disease
를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평가 사구체 여과율(eGFR)에 영향을 미치
는 혼란변수로 연령, 결혼, 고혈압, 당뇨병, 심근경색증, 음주, 흡연, 총
콜레스테롤, 체질량지수 및 C반응성 단백시험을 보정하였고, 통계
분석은 빈도분석, 카이제곱검정과 다변량 선형 회귀분석을 이용하
였다.

결과: 일, 여가 관련 신체활동 수준과 평가 사구체 여과율(eGFR)은
상관관계가 없었다. 하지만, 하루 앉아서 보내는 시간과 평가 사구체
여과율(eGFR)은 혼란변수를 보정하여도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하
루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감소할수록 평가 사구체 여과율(eGFR)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결론: 만 19세 이상 성인에서 일, 여가 관련 신체활동 수준과 평가
사구체 여과율(eGFR)은 상관관계가 없었지만, 하루 앉아서 보내는
시간과 평가 사구체 여과율(eGFR)은 관련성이 있었다. 신체활동수
준에 대한 기준변화, 다른 신체활동지표 활용을 통한 신체활동과 평
가 사구체 여과율(eGFR)간의 관계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하고, 설
문조사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중심단어: 신체활동; 하루 앉아서 보내는 시간; 신장기능; 평가 사구
체 여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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