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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경 후 여성에서 고감도 C-반응 단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국민건강영양조사 2016–2017년 자료 이용
김재경, 문다운, 정연택, 김혜연, 한진아, 김진욱*
성남중앙병원 가정의학과

The Factors Associated with High-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in Postmenopausal Women: Based
on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6–2017
Jae Kyung Kim, Da Woon Moon, Yeon Tak Chung, Hye Yun Kim, Jin Ah Han, Jin Wook Kim*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Seongnam Central Hospital, Seongnam, Korea

Background: Postmenopausal status increases the risk of cardiovascular disease, and C-reactive protein (CRP) constitutes an independent
cardiovascular risk factor.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increased high-sensitivity CRP (hs-CRP) level in postmenopausal
women.
Methods: We included postmenopausal women without laboratory test results that suggested acute inflammation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between 2016 and 2017. The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high and low hs-CRP groups (cutoff
value, 3.0 mg/L). We investigated factors that influenced the hs-CRP level with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total number of subjects was 2,739, of whom 76.4% had low hs-CRP levels and 23.6% had high hs-CRP levels. The mean age and body
mass index were higher in the high than in the low hs-CRP group. In the sim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high hs-CRP level was associated with
smoking, whereas low hs-CRP level was associated with aerobic exercise, use of oral contraceptives, and history of pregnancy in postmenopausal
women. When the analysis was adjusted for confounding variables, histories of smoking and pregnancy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high hs-CRP level.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that the important modifiable risk factors of elevated hs-CRP level in postmenopausal women of Korea include obesity,
smoking, and lack of aerobic exercise, but well-controlled prospective investigations should be considered.
Keywords: C-Reactive Protein; Postmenopause; Women; Cardiovascular Disease Risk Factors

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hs-CRP)이 심혈관 질환에 대한 가

서론

장 강력한 단일 예측인자라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C-reactive protein
여성에서는 폐경 후 호르몬 상태의 변화 등으로 인해 심혈관 질

(CRP)은 급성기 반응 단백질로서 전신적인 염증반응의 표지자로 사

Ridker 등 은 폐경

용되어왔다. 전통적인 CRP 검사 방법은 민감도가 떨어져 만성 염증

후 여성에서 염증지표들과 심혈관 질환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에 의한 경도의 CRP 상승은 발견하기 어려웠으나 CRP 농도를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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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의 발병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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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L 이하까지 측정할 수 있는 hs-CRP의 등장으로 낮은 범위의
CRP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심혈관 질환 발생의
5,6)

CRP 3.0 mg/L 이상을 high hs-CRP 군으로 분류하였다.14)
사회경제적 지표는 거주 지역, 가구 소득, 교육 수준을 변수로 이
용하였다. 거주 지역은 주소에 따라 동 거주자의 경우 도시로 분류

위험도 평가 및 예후를 추정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hs-CRP는 심혈관 질환의 단순한 표지자가 아니라 독립적 위험인

하였고 읍, 면 거주자의 경우 시골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가구 소득

자로 밝혀졌다. 혈관내피세포의 기능장애 촉진, 혈전 형성 증진 등

은 월평균 가구 균등화 소득에 따라 4개 그룹으로 구분하였으며,

의 작용을 통해 동맥경화와 그로 인한 합병 질환의 발생에 중요한

교육 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

7)

8-10)

역할을 한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Centers

교 졸업 이상의 4개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와 미국 심장학회(American

건강행위 변수는 흡연력, 음주력, 근력 운동과 유산소 신체활동

Heart Association, AHA)에서는 hs-CRP 값을 삼분위로 나누어, 1.0

실천 여부를 이용하였다. 흡연은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 흡연

mg/L 미만은 심혈관 질환 저위험군, 1.0 mg/L 이상, 3.0 mg/L 미만

여부를 기준으로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구분하였다. 음주는 국민건

은 보통 위험군, 3.0 mg/L 이상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였으며, 고위

강영양조사의 ‘고위험 음주’ 기준에 근거하여 금주군, 적정 음주군,

험군은 저위험군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2배 증가하는 것으

고위험 음주군(평균 음주량이 5잔 이상이고, 주 2회 이상 음주)으

로 나타났다.11)

로 분류하였다. 근력 운동, 유산소 신체활동은 ‘한국인을 위한 신체

따라서 CRP를 증가시킬 수 있는 교정 가능한 요인들을 밝혀낸다

활동 지침서’에 제시된 지침을 기준으로 평가 하였다. 근력운동은

면 궁극적으로 심혈관 질환의 발생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Saito

주 2회 이상, 유산소 운동은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2시간 30

등12)의 연구에서 hs-CRP와 관련된 요인으로 연령, 비만, 고혈압, 고

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1시간 15분 이상 또는 중강도와 고

지혈증, 흡연여부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폐경 후 여성을 대상으로

강도 신체활동을 섞어서 각 활동에 상당하는 시간을 실천하는 것

CRP 상승 요인을 분석한 대규모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

을 기준으로 하였다.15)

는 제7기 1–2년차(2016–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자연 폐경 후 여성을 대상으로 CRP 상승 요인을 분석하였다.

여성건강 관련 변수는 초경 연령, 폐경 연령, 임신 경험, 출산 경
험, 모유수유 경험, 경구피임약 복용 경험을 이용하였다. 임신 경험
은 자연유산, 인공유산, 자궁 외 임신 등 모두 포함하며, 출산 경험
은 정상출산 또는 조산을 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다. 모유수유는

방법

최소한 한 달 이상 모유수유를 했다고 응답한 경우 모유수유 경험
이 있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경구피임약은 한 달 이상 복용한 경험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제7기 1–2년차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 자료를 이용한
이차분석연구이다.

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복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만성 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뇌졸중, 허혈성 심질
환(협심증과 심근경색)으로 국한하였다. 수축기 혈압이 120 mmHg
이상, 140 mmHg 미만 또는 이완기 혈압이 80 mmHg 이상, 90

2. 연구대상

제7기 1–2년차(2016–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자연 폐

mmHg 미만인 경우 고혈압 전단계, 수축기 혈압이 140 mmHg 이상

경 여성 중, 악성 종양, 자가면역 질환 유병자, 염증 상태를 의심할

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 mmHg 이상인 경우 또는 고혈압 약을 복

13)

수 있는 백혈구 10,000 cells/μL 이상 또는 hs-CRP 10 mg/dL 이상

용하는 경우 고혈압으로 정의하였다. 공복혈당이 100 mg/dL 이상,

중 한 개 조건이라도 해당되는 230명을 제외하고 2,739명을 연구 대

126 mg/dL 미만인 경우 공복혈당 장애, 공복혈당이 126 mg/dL 이

상자로 선정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가가 직접 공공복리를

상 또는 의사진단을 받았거나, 혈당강하제 또는 인슐린을 투약하고

위해 수행하는 연구에 해당하여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면제

있는 경우 당뇨병으로 정의하였다. 이상지질혈증은 총 콜레스테롤

받았다.

240 mg/dL 이상 또는 콜레스테롤 약 복용중인 고콜레스테롤혈증,
12시간 이상 공복시 중성지방 200 mg/dL 이상인 고중성지방증으로

3. 연구도구

자연 폐경은 병적 요인 없이 연속적으로 12개월간 생리가 없는 경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뇌졸중과 허혈성 심질환의 유병여부는 의사
에게 진단 받은 경우로 정의하였다.

우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자가기입식 설문지에 자연 폐경으로 응
답한 경우로 정하였다. hs-CRP 3.0 mg/L 미만을 low hs-CRP 군, hsKorean J Fam Pract. 2020;10(2):9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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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와 독립표본 t-검정을 이용하여 연속 변수는 평균±표준오차로

4. 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가중치를 적용한 복합표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

제시하였고, 범주 변수는 % (표준오차)로 나타냈다. CRP 군에 따른

구대상자들의 일반적, 부인과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chi-square

만성질환의 교차비 분석을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hs-CRP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5개의 Model 모형으
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보정 변수를 추가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Table 1. General and life style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Variable

Low CRP
(n=2,524)

P-value

interval)에서 P-value가 0.05 미만인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통계 프로
그램은 IBM SPSS Statistics ver. 22.0 (IBM Co., Armonk, NY, USA)을

0.80±0.60

5.09±1.73

<0.001

64.85±9.01

66.75±9.65

0.003

24.2±3.3

25.4±4.0

<0.001

Urban

79.4 (2.8)

80.8 (3.9)

Rural

20.6 (2.8)

19.2 (3.9)

hs-CRP (mg/L)
Age (y)
Body mass index (kg/m2)
Region

Lowest

30.0 (1.5)

36.6 (4.0)

25.4 (1.0)

24.6 (3.1)

Middle-high

22.4 (1.0)

22.3 (3.4)

High

22.1 (1.7)

16.5 (3.4)

Education

1. 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군에 따른 일반적
특성 비교
0.093

Table 1에 hs-CRP 군에 따른 일반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연구 대

44.2 (1.7)

52.7 (4.9)

상자는 2,739명이며, low hs-CRP 군 2,524명(76.4%), high hs-CRP 군

215명(23.6%)이었다. 평균 연령(P=0.003), 체질량지수(P<0.001), 흡연

Middle school

17.4 (1.0)

11.6 (2.7)

High school

24.9 (1.0)

26.8 (4.4)

≥College

13.4 (1.4)

9.0 (2.3)

No

25.8 (1.3)

32.7 (3.7)

Moderate

71.3 (1.3)

63.5 (3.6)

High risk

2.9 (0.5)

3.8 (1.6)

Drinking

(P=0.044), 유산소 운동 실천(P=0.024), 고혈압(P=0.005) 또는 허혈섬
0.094

Smoking (over a lifetime)
Smoking (5 pack or more)

결과
0.252

Low-middle

None-smoking (5 pack or less)

사용하였다.

0.633

Family income

≤Elementary school

시행하였다. 통계량의 유의 수 준 은 95 % 신뢰구간(confidence

High CRP
(n=215)

2. 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군에 따른 산부인과적
0.044

93.7 (0.7)

89.0 (2.8)

6.3 (0.7)

11.0 (2.8)

Aerobic exercise activity
62.0 (1.5)

70.5 (3.6)

Yes

38.0 (1.5)

29.5 (3.6)

Strength exercise per week (d)
86.9 (0.8)

87.5 (2.9)

≥2

13.1 (0.8)

12.5 (2.9)

Normal

31.1 (1.1)

21.5 (3.4)

Pre-hypertension

24.7 (1.0)

21.6 (3.2)

Hypertension

44.2 (1.2)

56.9 (4.0)

Hypertension

0.005

Diabetes mellitus
57.2 (1.2)

53.0 (4.7)

Impaired fasting glucose

25.2 (0.9)

23.9 (3.6)

Diabetes mellitus

17.6 (1.0)

23.1 (3.6)

부는 hs-CRP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Table 2. Obstetric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Variable

0.298

Normal

hs-CRP 군에서 임신 경험이 없는 군(P=0.027), 경구피임약 복용 경험
이 없는 군(P=0.044)의 비율이 높았다. 출산 경험, 모유수여 경험 여

0.846

<2

특성 비교

hs-CRP 군에 따른 산부인과적 특성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high
0.029

No

심질환(P=0.007) 이환 여부가 두 군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Low CRP (n=2,524)

High CRP (n=215)

P-value

Menarche age (y)

15.1±2.0

15.2±1.9

0.213

Menopause age (y)

49.8±4.3

50.2±4.6

0.236

1.6 (0.3)

3.9 (1.5)

98.4 (0.3)

96.1 (1.5)

1.5 (0.3)

0.3 (0.3)

98.5 (0.3)

99.7 (0.3)

No

11.4 (0.8)

13.3 (3.1)

Yes

88.6 (0.8)

86.7 (3.1)

Gravidity
0 (nulligravida)
≥1

0.027

Parity

Dyslipidemia
Hypertriglyceridemia

13.7 (0.9)

14.3 (3.1)

0.841

Hypercholesterolemia

37.6 (1.0)

36.9 (3.7)

0.863

Stroke

0.682

No

97.2 (0.4)

96.7 (1.4)

Yes

2.8 (0.4)

3.3 (1.4)

Ischemic heart disease

0.007

0 (nullipara)
≥1

0.099

Breast feeding

0.537

Oral contraceptive

0.044

No

96.4 (0.4)

92.2 (2.1)

No

78.8 (0.9)

84.6 (2.6)

Yes

3.6 (0.4)

7.8 (2.1)

Yes

21.2 (0.9)

15.4 (2.6)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error or weighted % (standard error).
hs-CRP, 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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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군에 따른 만성질환

4. 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상승에 영향을 주는

이환 교차비

요인 분석

Table 3에는 hs-CRP 군에 따른 만성질환 이환 교차비를 제시하였

일반적, 산부인과적 특성 중 hs-CRP 군에 따른 통계적 차이가 있

다. 혈중 hs-CRP가 3.0 mg/L 이상으로 높은 군에서 고혈압 교차비

었던 연령, 체질량지수, 흡연력, 유산소 운동 실천, 임신 경험, 경구

는 1.87배(1.24–2.81), 허혈성 심질환 교차비는 2.27배(1.24–4.15) 증가

피임약 복용 경험을 요인으로 설정하여 high hs-CRP가 될 교차비를

하였다. 고혈압 전단계, 공복혈당장애, 당뇨병, 고지혈증, 뇌졸중에

복합표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Table 4).

는 CRP 군에 따른 질환 이환 위험도의 차이가 없었다.

Model 1은 특정 변수로 보정하지 않은 결과이며, Model 2는 연령, 체
질량지수로 보정한 모형, Model 3, 4, 5는 Model 2에 사회경제적 지
표, 건강행위 요인, 부인과적 요인을 차례로 보정 변수로 추가한 모

Table 3. Odds ratios of chronic diseases in relation to high hs-CRP level
(≥0.3 mg/dL) in postmenopausal women
Variable

Odds ratio of chronic disease

P-value
<0.006

Hypertension
Prehypertension

1.27 (0.78–2.07)

Hypertension

1.87 (1.24–2.81)

Diabetes mellitus
1.03 (0.64–1.63)

Diabetes mellitus

1.42 (0.90–2.24)

Dyslipidemia
1.03 (0.74–1.43)

Hypercholesterolemia

1.05 (0.63–1.77)

1.05배(1.03–1.08), 평생 5갑 이상 흡연 경험이 있는 경우 1.84배(1.01–
3.37) 증가하였으며, 유산소 운동 실천(0.68배[0.48–0.96]), 임신 경험
경우 교차비가 감소하였다. 평생 5개비 이상의 흡연 경험이 있는 경
우 high hs-CRP 군에 속하게 될 교차비가 보정 변수가 추가될수록

0.841

Hypertriglyceridemia

세 증가할 때 1.20배(1.00–1.43), 체질량지수가 0.5 kg/m2 증가할 때

(0.40배[0.18–0.93]), 경구피임약 복용 경험(0.68배[0.46–0.99])이 있는
0.275

Impaired fasting glucose

형이다. Model 1에서는 high hs-CRP 군에 속할 교차비가 연령이 10

값이 커졌다. 임신 경험이 있는 경우 미임부와 비교하여 Model 2, 3,

4, 5에서도 high hs-CRP 군이 될 교차비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감

Stroke

1.21 (0.48–3.04)

0.863

Ischemic heart disease

2.27 (1.24–4.15)

0.008

Values are presented as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hs-CRP, 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소하였다.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 경구피임약 복용 경험은 다변량
분석시 high hs-CRP 군이 될 교차비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은

Model 1과 같았으나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었다.

Table 4.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variables and high hs-CRP level (≥0.3 mg/dL) in postmenopausal women
Variable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of a high hs-CRP level
a

Mode 1

Model 2b

Model 3c

Model 4d

Model 5e

Age

1.20 (1.00–1.43)

1.17 (0.97–1.41)

1.13 (0.90–1.42)

1.10 (0.87–1.38)

1.12 (0.87–1.45)

BMI

1.05 (1.03–1.08)

1.05 (1.03–1.08)

1.05 (1.03–1.08)

1.05 (1.03–1.08)

1.06 (1.03–1.08)

Smoking (over a lifetime)
<Five pack

1

1

1

1

1

≥Five pack

1.84 (1.01–3.37)

1.97 (1.06–3.63)

2.06 (1.12–3.78)

2.15 (1.18–3.90)

2.15 (1.20–3.88)

Aerobic exercise activity
No

1

1

1

1

1

Yes

0.68 (0.48–0.96)

0.76 (0.53–1.08)

0.78 (0.54–1.13)

0.81 (0.56–1.16)

0.83 (0.51–1.20)

Gravidity
0 (nulligravida)
≥1

1

1

1

1

1

0.40 (0.18–0.93)

0.36 (0.16–0.81)

0.35 (0.15–0.80)

0.38 (0.15–0.95)

0.34 (0.13–0.89)

Oral contraceptive
No

1

1

1

1

1

Yes

0.68 (0.46–0.99)

0.65 (0.44–0.97)

0.68 (0.45–1.02)

0.71 (0.47–1.06)

0.75 (0.49–1.14)

hs-CRP, 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BMI, body mass index.
Unadjusted.
b
Adjusted by age, BMI.
c
Adjusted by age, BMI, socioeconomic status (region, houseresidential area, household income, house income, education level).
d
Adjusted by age, BMI, socioeconomic status (region, houseresidential area, household income, education level), health behaviors (smoking, alcohol drinking, aerobic
exercise, strength exercise).
e
Adjusted by age, BMI, socioeconomic status (region, house residential area, household income, education level), health behaviors (smoking, alcohol drinking, aerobic
exercise, strength exercise), obstetric characteristics (menarche age, menopause age, gravidity, oral contraceptiv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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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23) 몇몇 연구는 규칙적 운동이 염증반응을

고찰

감소시키며, 운동량이 많을수록 혈중 hs-CRP의 농도가 낮다고 보고
전신적인 염증반응의 생물학적 표지자로 사용되어온 hs-CRP가

하고 있다.24)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이 있음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으며14) 폐경

부인과적 요인 중에서는 단변량 분석 시 임신 경험, 경구피임약

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 hs-CRP가 심혈관 질환에 대

복용 경험이 high hs-CRP 군에 속할 위험을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

4)

한 가장 강력한 단일 예측인자라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

났으며 출산여부, 모유수여 경험 여부는 hs-CRP에 영향이 없었다.

본 연구는 제7기 1–2년차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폐경 후 여

임신 경험 여부가 hs-CRP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으

성을 CDC/AHA 기준을 이용하여 hs-CRP가 높은 군과 낮은 군으로

나 임신 경험이 배란 횟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

분류하여 hs-CRP 상승 요인을 분석하였다. CDC/AHA이 제시한 절

다. 배란이 일종의 염증반응 이라는 주장이 있다.25) 그러나 본 연구

단점을 한국인에게 그대로 적용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에서 배란횟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부인과적 요인은 CRP에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고혈압, 심근경색과 협심증의 유병율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경, 폐경 연령은 회상오류 가능성

이 high hs-CRP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높았으며, high hs-CRP

이 더 크기 때문일 수 있으나, 가임기 동안의 배란 횟수의 감소가 폐

군에서 고혈압과 허혈성 심질환에 이환될 교차비가 증가하였다. 그

경 후에 hs-CRP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

러나 뇌졸중은 CRP 군과 연관성이 없었다. hs-CRP와 뇌졸중의 관

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경구피임약 복용 경험에 의한

계에 대한 메타분석연구에 의하면 CRP 상승이 허혈성 뇌졸중 발생

hs-CRP 감소도 배란 횟수 감소에 의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출혈성 뇌졸중에는 영향을 미치

3세대 경구피임약 복용이 hs-CRP를 감소시킨다는 선행 연구 결과

지 않았다.16) 국민건강영양평가 자료는 허혈성 뇌졸중과 출혈성 뇌

보고도 있었다.26) 그러나 반대의 결과도 발표되었으며27) 경구피임약

졸중을 분류하여 유병율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CRP와 뇌졸

과 CRP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중의 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

때문에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하기는 어렵다. 여러 임상연구에서 폐경

폐경 후 여성의 hs-CRP에 영향을 준 요소는 연령, 체질량지수, 흡

후 여성에서의 경구적 에스트로겐의 투여는 CRP를 증가시켰다.28)

연력, 유산소 운동 실천 여부, 임신 또는 경구피임약 복용 경험이었

경구피임약과 폐경 후 호르몬 요법은 각각 사용되는 약제의 구성

다. 연령과 체질량지수 증가에 따른 hs-CRP의 증가는 선행 연구에

성분 및 용량 등이 다르기 때문에 CRP와의 연관성에도 차이가 있

서도 관찰되었다. 노화는 낮은 수준의 만성염증으로 받아들여지고

을 것으로 생각된다.

있다. 또한,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비만과 hs-CRP의 상관성이 보
17)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먼저, 앞서 언급한 것처

고되었다. 그러나 체질량지수만으로 비만을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럼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CDC/AHA가 제시한 절

있으며,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체질량지수보다 내장지방

단점이 한국인에서도 유용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량이 hs-CRP 농도 예측에 더 유효하다는 보고도 있었다. 따라서

또한,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한 단면 연구로, 조사가

한국인에서 지방의 분포, 실체 체지방량 등이 hs-CRP에 미치는 영

이루어진 시점의 hs-CRP 수준이 추후 실제로 심혈관 질환 등에 어

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비만과 hs-CRP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

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추적 조사하기 어려우며, 실험실 검사를 제

요할 것이다.

외한 자가 응답식 설문 문항에 대해서는 회상 오류 등이 있을 수 있

18)

19)

건강행위 변수 중 CRP에 영향을 주는 것은 흡연 경험과 유산소
운동실천 여부였다. 흡연과 CRP의 연관성은 여러 선행 연구에서도

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폐경 후 여성에서 고연령, 높은 체질량

흡연에 의해 치주염, 호흡기염증 등의 만성염증상태

지수, 흡연 경험이 hs-CRP 증가와 관련성이 높으며, 적절한 유산소

가 발생하여 hs-CRP가 증가할 수 있으며, 흡연에 의해 발생한 활성

운동의 실천, 임신경험, 경구피임약 복용 경험은 CRP 증가 위험을

산소와 같은 물질들이 대식세포를 자극하여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CRP는 폐경 후 여성에서 심혈관 질환의

20)

관찰되었다.

생성하게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단변량 분석에서 유산소 운동

강력한 예측인자 및 독립적 위험인자이므로 폐경 후 여성에서 hs-

을 실천하는 경우 high hs-CRP 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근력

CRP와 관련성 있는 요인 중 체질량지수, 흡연 경험, 유산소 운동 실

운동 실천은 영향이 없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운동 종류, 기간에

천 여부와 같은 교정 가능한 요인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

따라 CRP 등 염증반응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운동이

음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21)

22)

지질대사와 체중, 체질량지수에 영향을 주어 CRP 감소를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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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폐경 후 여성에서 혈중 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hs-CRP) 농도의 상승이 심혈관 질환에 대한 예측인자이자 위험인
자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폐경 후 여성을 대상으로

CRP 상승 요인을 분석한 국내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방법: 2016–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폐경 후 여
성 2,739명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American Heart Association에서 제시한 심혈관계 질
환 발생 위험도 분류에 근거하여 hs-CRP 3.0 mg/L을 절단점으로 hs-

CRP가 낮은 군과 높은 군으로 연구 대상자를 분류하였다. Chisquare test와 독립표본 t-검정을 이용하여 두 군 사이의 일반적, 부인
과적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hs-

CRP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분석하였다.

결과: 폐경 후 여성 중 낮은 hs-CRP 군은 76.4%, 높은 hs-CRP 군은
23.6%였으며, 평균 나이연령, 체질량지수는 hs-CRP가 높은 군에서
더 높았다. hs-CRP가 높은 군에서 고혈압, 허혈성 심질환 이환 교차
비가 증가하였다. 단변량 분석 시 고령, 높은 체질량지수, 흡연 경험
이 hs-CRP를 증가시켰으며, 유산소 운동 실천, 임신 경험, 경구피임
약 복용 경험은 이를 감소시켰다. 다변량 모델에서도 고령, 높은 체
질량지수, 흡연 경험은 hs-CRP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hs-

CRP 를 감소시키는 요인 중에서는 임신 경험만 통계적 의미가 있었
다.

결론: 우리나라의 폐경 후 여성에서 고령, 높은 체질량지수, 흡연 경
험이 hs-CRP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혈관 질환의 예측지
표이자 위험인자로 작용하는 hs-CRP를 낮추기 위해 교정 가능한 요
인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하다.

중심단어: C-반응 단백; 폐경; 여성; 심혈관계 위험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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