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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인 여성에서 심혈관대사 위험인자와 사구체여과율
저하의 관련성
김지나, 이지원, 강서영, 박혜순*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교실

Association between Cardiometabolic Risk Factors and Decreas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in
Korean Women
Jina Kim, Jiwon Lee, Seo Young Kang, Hye Soon Park*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Background: Decreas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GFR) was associated with increased mortality and decreased quality of life in previous studies. In
Korean adults, the prevalence rates of cardiometabolic risk factors are higher in women than in men after middle age. We evaluated the association
between cardiometabolic risk factors and decreased GFR in Korean women.
Methods: We evaluated 2,339 subjects using data from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VII-1 (2016) after excluding
participants with GFRs of <15 mL/min/1.73 m2. Normal GFR was ≥60 mL/min/1.73 m2, and decreased GFR was 15–59 mL/min/1.73 m2.
Socioeconomic status, lifestyle factors, body mass index, waist circumference, and comorbidities were evaluated to analyze the association between
cardiometabolic risk factors and decreased GFR. The odds ratio (OR) and 95% confidence interval (CI) were calculated using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Results: As age increased, the OR for decreased GFR increased. In comparison with women with waist circumferences of <85 cm, the women with waist
circumferences of ≥85 cm (OR, 1.94; 95% CI, 1.22–3.10) had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OR for decreased GFR. In women with diabetes mellitus, the
OR for decreased GFR significantly increased (OR, 3.14; 95% CI, 1.70–5.81).
Conclusion: Decreased GFR was associated with age, abdominal obesity, and diabetes mellitus in Korean women. Control of abdominal obesity and
appropriate management of diabetes mellitus are needed to prevent chronic kidney disease in Korean women.
Keywords: Decreas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Abdominal Obesity; Diabetes Mellitus; Korean Women

률은 1986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3) 2005년에는 만성 신부전의 유병

서론

률이 백만 명당 900명에 도달했다.4) 전 세계적으로 노년 인구의 증
만성 신부전은 전체 성인 인구의 약 10%에 영향을 미치는 전 세

가 및 고혈압과 당뇨 유병률 증가가 높은 만성 신부전의 유병률에

계적으로 주요한 공공 보건 문제이다.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

영향을 미치는데 국내에서 35세 이상 성인의 만성 신부전의 유병률

르면 미국에서 만성 신부전의 유병률은 1994–1998년 10.0%에서

은 13.7%이다.5) 만성 신부전은 심혈관 질환 및 조기 사망의 예측 인

1999–2004년 13.1%로 증가하였다.2) 국내에서도 만성 신부전의 유병

자이며 인지기능 저하와 삶의 질 악화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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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7) 만성 신부전의 사망률은 약 20%이고 이 중 50% 이상이 심혈

참여자는 총 8,150명(남성 3,665명[45.0%]; 여성 4,485명[55.0%]), 참여
율은 75.4%이었다. 전체 인구집단은 8,150명이었고 그 중 만 40세 이

6)

관 질환과 관련이 있다.

임상에서 신장 기능의 평가는 사구체여과율( glomerular filtration

상 중년 성인은 4,495명이었다. 이 중 조사 당시 말기 신장기능상실

rate, GFR)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사구체여과율은 혈청 크레아티

에 해당하는 GFR<15 mL/min/1.73 m2인 환자, 간경화, 암 유병자 및

닌 농도, 연령, 성별 항목이 있다면 modification of diet in renal

저체중을 보이는 344명을 제외한 총 여성 2,339명을 대상으로 분석

disease (MDRD) study equation: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하였다.

8)

eGFR=175×(혈청 크레아티닌)

-1.154

×0.742 (여성)×1.212 (흑

-0.203

×(나이)

인)을 통해 쉽게 계산 할 수 있다. 이는 Cockcroft-Gault formula나

2. 자료 수집

24시간 소변을 통해 구한 사구체여과율보다 더 쉽고 정확하다는 장

1) 건강설문조사

9)

점이 있다. 3개월 이상 사구체여과율이 60 미만인 경우(GRF<60

건강설문조사에서는 대상자들의 흡연, 음주 등 건강행태영역에

mL/min/1.73 m2) 만성 신부전으로 정의한다.9) 저하된 사구체여과

대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조사하였고, 신체 활동, 가구 소득, 교육 수

율은 만성 신부전 뿐만 아니라 인지기능 저하, 치매와 관련이 있으

준, 만성 신부전 이환에 대해서는 전문 조사원이 개별 면접 조사하

며, 심혈관 질환 및 입원률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11,12)

였다. 흡연 여부는 비 흡연, 과거 흡연, 현재 흡연으로 분류하였다.

사구체여과율의 감소와 심혈관대사 위험인자와의 관계는 연구마다

알코올 섭취의 경우 평생 음주 경험, 주당 음주 빈도 및 한번에 마시

다르게 나타나는데 한 연구에서는 노화, 높은 수축기 혈압, 낮은

는 음주량(잔)에 따라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high density lipoprotein 콜레스테롤은 사구체여과율 감소와 명확한

Alcoholism에서 제시한 기준(표준 1잔당 알코올 14 g)을 이용하여 비

관계가 있으나 공복혈당, 중성지방 및 체질량지수는 유의한 관련이

음주자(non-drinker), 적당량의 음주자(moderate drinker), 폭음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3) 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연령, 성별 및

(heavy drinker)로 분류하였다. 신체활동은 한국어판 국제신체활동

다른 교란 변수 보정 후 심혈관대사 위험인자가 만성 신부전 진행에

(Glob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GPAQ) 축소형을 이용하여 지

10)

14,15)

난 7일 동안의 격렬한 신체활동, 중간 정도의 신체활동, 걷기, 앉아

이러한 가운데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사구체여과율 저하와 심혈

서 보낸 활동의 시간을 설문 조사하였고, GPAQ 점수 환산법에 근거

관대사의 위험 요인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하여 신체 활동량을 metabolic equivalent task (min/wk)로 계산 후 활

또한, 심혈관대사 위험인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성별에 따라 다르며

동이 적은 군(low), 중간 정도(moderate), 많은 군(high)으로 나누어

최근 심혈관대사질환의 유병률이 증가 중인데 그 속도는 여성에서

범주형 분류 점수를 도출하였다. 가구 소득은 소득 사분위수에 따

독립적으로 작용한다고 나타났다.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중년

라 1사분위수를 하, 2, 3사분위수를 중, 4사분위수를 상으로 구분

이후 여명이 길어 만성질환을 보유한 경우도 많아 공중보건 관리의

하였다.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와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중요한 대상이 된다. 여성들에서는 남성들보다는 흡연 및 음주 비율

구분하였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은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이 적어 만성질환의 교란 변수로 작용하는 흡연, 음주의 영향을 덜

유병 여부로 결정하였다.

16)

받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40세 이상 한국 성인 여성을 대상
으로 사구체여과율 저하와 관련 있는 교정 가능한 심혈관대사 위험
요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2) 검진 조사

검진 조사는 직접 계측, 관찰, 검체 분석 등의 방법으로 수행하였
으며, 신체 계측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체중과 신장, 허리둘레 측정
치를 포함하였다.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체중(kg)을

방법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세계보건기구 아시아 태평양 기
1. 연구 대상

준(World Health Organization, Asia-Pacific Perspective, 2000)에 따라

본 연구는 제7기 1차년도(2016)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

저체중(BMI 18.5 kg/m2 이하), 정상(BMI 18.5–22.9 kg/m2), 과체중

로 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질병관리본부 연구윤리심의위원회

(BMI 23–24.9 kg/m2), 비만(BMI 25 kg/m2 이상)으로 나누었다. 혈액

승인을 받아 수행되었고, 각 항목별 구체적인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검사는 12시간 이상 금식 상태에서 채혈하여 자동 분석기(Hitachi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고서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조사대상자는

Automatic Analyser; Hitachi, Tokyo, Japan)로 측정한 검사 결과를 사

10,806명이었으며, 건강설문조사, 검진조사, 영양조사 중 1개 이상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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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구체여과율(eGFR)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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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ic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 according to GFR
Normal GFR
≥60 L/min/1.73 m2
(n=2,176)

Decreased GFR
15–59 mL/min/
1.73 m2
(n=163)

40–49

611 (33.5)

7 (3.3)

50–59

616 (31.6)

8 (5.9)

60–69

500 (19.3)

40 (19.8)

≥70

449 (15.6)

108 (71.0)

18.5–22.9

851 (41.0)

40 (25.2)

23–24.9

508 (24.1)

35 (22.0)

≥25

753 (34.9)

84 (52.8)

1,378 (64.3)

124 (81.2)

Moderate

592 (29.6)

28 (17.9)

High

114 (6.0)

1 (0.9)

사구체여과율(eGFR)의 측정은 MDRD study equation: eGFR (mL/

min/1.73 m2)=175×(혈청 크레아티닌, mg/dL)-1.154×(나이)-0.203×0.742
(여성)×1.210 (흑인)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 사
구체여과율은 GFR≥60 mL/min/1.73 m2 로 정의하였다. 사구체여과
율 GRF<15 mL/min/1.73 m2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감소된 사
구체여과율은 GFR 15–59 mL/min/1.73 m2로 정의하였다.

<0.001

Age (y)

<0.001

BMI (kg/m2)

3. 통계 분석

모든 통계 분석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표본설계를 고려하여 가
중치, 층화 변수, 집락 변수를 지정한 후 복합표본모델로 분석하였
다. 사구체여과율 저하군과 정상군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는 카이제곱검정을 시행하였으며 연속형 변수에 대해

Physical activity
Low

0.001

<0.001

Alcohol consumption

서는 t검정을 시행하였다. 또한, 심혈관대사 위험요인과 사구체여과

Non-drinker

927 (52.9)

69 (73.3)

율 저하의 독립적 위험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

Moderate drinker

588 (36.6)

20 (22.5)

Heavy drinker

166 (10.5)

5 (4.1)

분석을 시행하여 교차비(odds ratio, OR)와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을 구하였다.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단변량 분

Smoking status
Never-smoker
Ex-smoker

6 (3.9)
9 (5.4)

538 (21.3)

82 (52.7)

1,057 (50.5)

61 (33.9)

576 (28.2)

19 (13.4)

≤12

1,617 (76.6)

144 (94.8)

>12

462 (23.4)

육수준을 보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Household income

결과

143 (90.7)

60 (2.7)

Current smoker

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 미만으로 하였다.

0.726
1,973 (91.5)
105 (5.8)

석에서 유의했던 연령, 체질량지수, 신체활동, 음주량, 가구소득 교

for Windows, Version 24.0 (IBM Co.,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

Low
Middle
High

<0.001

<0.001

Educational level (y)
9 (5.2)

<0.001

Waist circumference (cm)
<85

1,443 (66.3)

60 (36.8)

≥85

732 (33.7)

103 (63.2)

Absence

1,890 (86.9)

93 (57.1)

들의 기본 특성을 비교한 것으로 연구 대상자들의 생활습관요인과

Presence

286 (13.1)

70 (42.9)

동반질환을 보여주고 있다. 만 40세 이상 성인 여성 2,339명 중 163명

Hypertension
Absence

1,359 (62.5)

40 (24.5)

의 사구체여과율이 GFR 15–59 mL/min/1.73 m2로 감소되어 있었다.

Presence

817 (37.5)

123 (75.5)

연령, 체질량지수가 증가할수록 저하된 사구체여과율의 비율이 높

Dyslipidemia
Absence

1,552 (71.3)

100 (61.3)

Presence

624 (28.7)

63 (38.7)

1. 사구체여과율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생활습관 요인 비교

Table 1은 40세 이상 여성에서 사구체여과율에 따른 연구 대상자

아졌으며 신체활동, 음주량, 가계수입이 적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
수록 저하된 사구체여과율의 비율이 높아졌고 흡연 상태에 따라서
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허리둘레가 85 cm 이상인 그룹,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이 있는 그룹에서 저하된 사구체여과율의 비

P-value

<0.001

Diabetes mellitus

<0.001

0.026

Values are presented unweighted number (weighted percentage).
GFR, glomerular filtration rate; BMI, body mass index.
Analyzed using the chi-squared test for categorical variables.
P-value <0.05 indicat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율이 더 높았다.
둘레, 공복 혈당, 당화 혈색소, 혈중요소질소, 크레아티닌 및 요산
2. 사구체여과율에 따른 신체계측치와 임상화학 검사치의 비교

수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헤모글로빈은 유의하게 낮았다.

Table 2는 40세 이상 여성에서 사구체여과율에 따른 신체계측치
와 임상화학 검사 결과를 비교하였다. 사구체여과율이 감소한 군에
서 사구체여과율이 정상인 군에 비해 평균연령, 체질량 지수, 허리
Korean J Fam Pract. 2020;10(2):129-135

3. 사구체여과율 저하와 관련된 심혈관대사 위험요인

Table 3에서는 40세 이상 여성에서 사구체여과율 저하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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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thropometric and laboratory variables of the study participants according to GFR
Normal GFR
≥60 mL/min/
1.73 m2
(n=2,176)

Decreased GFR
15–59 mL/min/
1.73 m2
(n=163)

P-value

고찰
본 연구에서는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만 40
세 이상 중년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사구체여과율 저하와 관련 있

56.32±0.33

72.42±0.68

<0.001

는 교정 가능한 심혈관대사 위험요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저하된 사

Height (cm)

156.18±0.19

152.49±0.55

<0.001

Weight (kg)

58.48±0.26

58.48±0.83

0.992

구체여과율은 연령 60세 이상, 복부 비만(허리둘레 85 cm 이상), 당

BMI (kg/m2)

23.96±0.10

25.14±0.33

<0.001

Age (y)

뇨와 관련 있었다.

81.15±0.29

86.81±0.93

<0.001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119.63±0.52

128.89±1.40

<0.001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75.16±0.27

70.96±0.95

<0.001

노화에 따른 구조적, 기능적 변화이며 정상적인 생리학적 과정이

Fasting glucose (mg/dL)

101.06±0.62

114.63±3.58

<0.001

다.18) 신장의 노화는 기능을 하는 사구체수의 감소를 통해 점진적인

5.74±0.02

6.36±0.08

<0.001

199.78±0.86

183.29±3.52

<0.001

14.28±0.11

20.60±0.58

<0.001

1.14±0.03

<0.001

Waist circumference (cm)

HbA1c (%)
Total cholesterol (mg/dL)
Blood urea nitrogen
(mg/dL)
Creatinine (mg/dL)

0.70±0.003

건강한 성인에서 30세 이후부터 GFR이 감소되는 소견을 보이며
이는 50세 이후 가속되어 90세까지 이어진다.17) 이는 세포와 기관의

신장 경화증이 나타나며 이는 전체적인 신장기능 저하로 사구체여
과율 저하의 형태로 나타난다.18) 노인에서 사구체여과율 저하 소견
이 보일 때 정상적인 노화에 따른 생리학적 현상과 노인 당뇨 환자
에 동반된 당뇨병성 신장병과 같은 병적인 신장질환을 감별해야 한

Uric acid (mg/dL)

4.29±0.03

5.78±0.12

<0.001

White blood cell count
(109/L)

5.95±0.04

6.63±0.18

<0.001

13.09±0.04

12.55±0.13

<0.001

비만은 신장 질환 진행의 교정 가능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error.
GFR, glomerular filtration rate; BMI, body mass index; HbA1c, hemoglobin A1c.
Analyzed using t test for continuous variables.
P-value<0.05 indicat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비만이 있을 경우 신혈장류량,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계의 활

Hemoglobin (g/dL)

다.19)

성, 내부 사구체 압력이 증가하고 이는 신장 손상을 야기할 수 있
다.20) 지방조직은 adiponectin, leptin, 염증 지표 및 산화 스트레스 지
표 등의 생체 활성 분자 생성에 관여 한다. 이러한 물질들은 사구체

심혈관대사 위험요인에 대한 단변량 및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의 세포에 영향을 주어 병리학적인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일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사구체여과

부 신장 질환에서 활성화되는 섬유성 사이토카인이 비만 시 증가

율 저하의 교차비는 연령 60세 이상(OR, 10.28; 95% CI, 4.14–25.57),

한다.21) 일부 연구에서 신장 질환이 없는 집단에서 체중 감량 시 증

연령 70세 이상(OR, 45.82; 95% CI, 19.50–107.66), 체질량 지수 25

가된 신혈장류량 및 사구체 과여과 등의 사구체 혈류역학 이상이

kg/m 이상(OR, 2.48; 95% CI, 1.64–3.74), 낮은 신체 활동(OR, 8.50;

개선되었고 이를 통해 비만 관련 사구체병증으로의 진행을 예방할

95% CI, 1.18–61.09), 비 음주자(OR, 3.53; 95% CI, 1.32–9.40), 낮은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다.22) 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체

가구 소득(OR, 5.20; 95% CI, 2.97–9.10), 낮은 교육 수준(OR, 5.52;

중 변화와 신장기능의 관련성은 측정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

95% CI, 2.77–11.00), 허리둘레 85 cm 이상(OR, 3.96; 95% CI, 2.78–

다.23)

2

5.62), 당뇨병 환자(OR, 5.69; 95% CI, 3.78–8.58), 고혈압 환자(OR,

이번 연구에서는 낮은 사구체여과율이 체질량지수와는 유의한

5.66; 95% CI, 3.53–9.07), 이상지질혈증 환자(OR, 1.54; 95% CI, 1.05–

관련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허리둘레와는 유의한 관련을 보였다.

2.27)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연령, 신체활동, 알코올 섭취, 가구

이러한 현상은 말초 및 피하지방이 많은 경우 비만이 심장 대사질

소득, 교육 수준을 보정하였을 때,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환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지만 복부 및 내장지방이 주를 이루는 경

사구체여과율 저하의 교차비는 60세 이상(OR, 6.72; 95% CI, 2.53–

우 심장 대사질환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기존 연구로 설명 할 수 있

17,85), 70세 이상(OR, 33.54; 95% CI, 13.25–84.95), 허리둘레 85 cm

다.24) 복부 지방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허리둘레가 사용 되는

이상(OR, 1.94; 95% CI, 1.22–3.10), 당뇨병 환자(OR, 3.14; 95% CI,

데 성별에 상관없이 허리둘레가 증가하면 사구체여과율이 감소한

1.70–5.81)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다는 보고가 있다.25)
당뇨병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 중이며, 당뇨신장병증으로 대표되
는 만성 신부전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26) 당뇨신장병증의 첫 단계는
소변 알부민 증가로 시작하는데 미세단백뇨는 당 조절이 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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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rude and multivariate OR (95% CI) for decreased GFR in the study participants
Crude
OR (95% CI)

Multivariate
P-value

OR (95% CI)

P-value

Age (y)
40–49

1.00

50–59

1.89 (0.61–5.89)

0.27

1.66 (0.50–5.57)

1.00
0.409

60–69

10.28 (4.14–25.57)

<0.001

6.72 (2.53–17.85)

<0.001

≥70

45.82 (19.50–107.66)

<0.001

33.54 (13.25–84.95)

<0.001

BMI (kg/m2)
18.5–22.9

1.00

1.00

23–24.9

1.39 (0.76–2.53)

0.288

0.59 (0.28–1.24)

0.160

≥25

2.48 (1.64–3.74)

<0.001

1.48 (0.83–2.64)

0.187

Physical activity
High

1.00

1.00

Moderate

4.07 (0.52–31.65)

0.178

1.99 (0.21–18.83)

0.548

Low

8.50 (1.18–61.09)

0.034

2.30 (0.27–19.41)

0.442

Alcohol consumption
Heavy drinker

1.00

1.00

Moderate drinker

1.57 (0.52–4.77)

0.426

1.86 (0.57–6.12)

0.306

Non-drinker

3.53 (1.32–9.40)

0.012

2.26 (0.81–6.29)

0.118

Smoking status
Current smoker

1.00

1.00

Ex-smoker

1.52 (0.44–5.22)

0.505

0.79 (0.17–3.59)

0.557

Never-smoker

1.06 (0.51–2.20)

0.871

0.71 (0.23–2.22)

0.760

Household income
High

1.00

1.00

Middle

1.41 (0.80–2.46)

0.230

0.62 (0.28–1.35)

0.225

Low

5.20 (2.97–9.10)

<0.001

0.76 (0.32–1.81)

0.527

<0.001

1.48 (0.63–3.46)

<0.001

1.94 (1.22–3.10)

<0.001

3.14 (1.70–5.81)

<0.001

1.39 (0.75–2.58)

0.027

0.98 (0.57–1.70)

Educational level (y)
>12

1.00

≤12

5.52 (2.77–11.00)

1.00
0.367

Waist circumference (cm)
<85

1.00

≥85

3.96 (2.78–5.62)

1.00
0.006

Diabetes mellitus
Absence

1.00

Presence

5.69 (3.78–8.58)

1.00
<0.001

Hypertension
Absence

1.00

Presence

5.66 (3.53–9.07)

1.00
0.295

Dyslipidemia
Absence

1.00

Presence

1.54 (1.05–2.27)

1.00
0.948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GFR, glomerular filtration rate; BMI, body mass index.
Adjusted for age, physical activity, alcohol consumption, household income, and educational level.
OR and 95% CI were calculated by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P-value<0.05 indicat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면 증가하게 되고 이를 통해 사구체여과율의 점진적인 감소를 예측

강영양조사를 이용하여 시행한 단면연구로서 사구체여과율 저하와

할 수 있다. 따라서 집중적인 혈당조절을 통해 당뇨신장병증 시작

심혈관대사 위험인자 사이의 인과 관계를 밝히기 어렵다. 원인-결과

단계에서 나타나는 사구체 과여과를 줄이고 만성 신부전으로의 진

관계 확립을 위해서는 전향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둘

행을 예방할 수 있으며 이는 종래의 치료에 비해 당뇨병의 진행 과

째, 본 연구에서는 건강행태영역 및 생활습관에 대한 자료를 설문

26)

27)

정에서 사구체 손상의 장기적인 위험을 낮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국민건
Korean J Fam Pract. 2020;10(2):129-135

지를 통해 자기기입식 또는 전문조사원이 개별 면접 조사를 하여
수집하였기에 회상으로 인한 오류가 있다. 하지만 조사원 교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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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연구배경: 사구체여과율(glomerular filtration rate, GFR)의 저하는 사
망률 증가 및 삶의 질 저하와 관련이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40세 이상 한국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심혈관대사 위험요인과 저하된 사구체여과율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40세 이상 성인 여
성 중 GFR<15 mL/min/1.73 m2, 간경화, 암 유병자, 저체중을 제외한

2,339명을 대상으로 사구체여과율에 따른 심혈관대사 위험요인을
분석하였다. 정상 사구체여과율은 GFR≥60 mL/min/1.73 m2 로, 저
하된 사구체여과율은 GFR 15–59 mL/min/1.73 m2로 정의하였다. 저
하된 사구체여과율과 심혈관대사 위험요인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변수, 생활습관 요인, 동반질환을 변수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교차비와 95% 신뢰구간을 구하였
다.

결과: 성인 여성에서 연령의 증가는 사구체여과율 저하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허리둘레 85 cm 미만군보다 85 cm 이상군에서 저
하된 사구체여과율의 교차비는 1.94 (95% 신뢰구간, 1.22–3.10)로 유
의하게 높았으며 당뇨가 없는 군에 비해 당뇨가 있는 군에서 사구
체여과율의 교차비가 3.14 (95% 신뢰구간, 1.70–5.81)로 높았다.

결론: 40세 이상 한국 성인 여성에서 복부 비만과 당뇨는 사구체여
과율 저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한국 성인 여성에서 복부 비
만의 관리와 적절한 당뇨 조절은 사구체여과율 저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중심단어: 복부 비만; 당뇨; 사구체여과율 저하; 한국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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