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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인에서 커피 섭취량과 혈중 요산 농도의 연관성: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이용
석지한, 김현진, 정래호*
대구보훈병원 가정의학과

Associations of Coffee Consumption and Serum Uric Acid Levels in Korean Adult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6
Ji Han Seok, Hyun Jin Kim, Rae Ho Chung*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Daegu Bohun Veterans Hospital, Daegu, Korea

Background: Coffee is one of the most commonly consumed beverages in the world. There is evidence that the consumption of coffee has a strong
influence on health outcomes.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coffee consumption and serum uric acid in the Korean population is unclear.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ffee consumption and serum uric acid levels in Korean adults.
Methods: This study included 2,966 adults aged ≥19 years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6. The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according to the amount of coffee consumed and serum uric acid level. Linear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coffee consumption and serum uric acid level.
Results: Serum uric acid level increased with increasing coffee consumption (P<0.001). After adjusting for all confounding factors, serum uric acid level
was higher in the groups that consumed coffee daily, at more than four teaspoons, than in the groups that did not consume coffee (P<0.001).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coffee consumption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serum uric acid level.
Keywords: Coffee; Uric Acid; 7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2-5)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간암,

서론

대장암, 유방암 및 전립선암 등의 악성 신생물의 발생 위험도를 낮
커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는 음료 중 하나로, 한국

춰주는 것으로 나타났다.6) 이렇듯 커피 섭취가 각종 질병의 위험을

에서의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1)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

감소시키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커피의 역할과 우리 몸

사’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음식 항목

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7)

별 주당 섭취 빈도 조사상 커피의 주당 섭취 횟수는 11.28회로 단일

커피가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러 연구 결과들이 발

음식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렇게 한국인의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

표되었으나, 혈중 요산 수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

는 커피는 인체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커피는 2

어지지 않았고, 외국에서 시행된 몇몇 연구에서 커피 섭취가 혈중

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의 위험도를 낮춰주

요산 수치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있었다.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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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요산과 혈압, 대사증후군, 관상동맥질환, 뇌혈관질환, 혈관

였다. 신체활동은 주당 고강도 신체활동 75분 이상 또는 중강도 신

성 치매, 자간전증, 신장질환 등과의 연관성에 관련된 연구가 1950년

체활동 150분 이상 또는 각 활동에 상당하는 시간을 실천한 경우

이후 진행된 1차 National Health and

신체활동을 실천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당뇨병의 경우, 현재 치료

Nutrition Examination Survey에서는 혈청의 요산 농도가 심혈관계 사

중이거나 혈액 검사상 공복혈당≥126 mg /dL 또는 당화 혈색소가

대부터 보고되었으며,

10)

망률 위험의 중요한 독립인자라고 제시하였다. 이외의 연구에서도

6.5%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고혈압은 현재 치료 중이거나 수축

고요산혈증이 고혈압과 심혈관계 질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

기혈압≥140 mmHg 또는 이완기혈압≥90 mmHg 군으로 정의하였다.

11)

11,12)

음이 밝혀졌다.

이렇듯 심혈관계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산은 퓨린 대사과

2) 신체 계측 및 혈액검사

정의 최종산물이며, 혈중 요산은 세포의 퓨린 대사와 음식으로 섭

혈압은 수은 혈압계를 이용하여 안정 시 3번을 측정하여 평균으

취한 퓨린으로부터 형성되며 대부분 신장을 통해 배설된다. 혈중의

로 기술하였다. 혈액 검사를 통하여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크레아

요산 농도는 인종에 따라 다르며 식사 습관이나 체지방 분포에 의

티닌, 혈중 요산 농도를 측정하였다. 정상 신기능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도 영향을 받는다.13)

하기 위해 modification of diet in renal disease equation (estimated

커피 섭취량과 혈중 요산 농도의 관련성에 관한 국외 연구는 있

glomerular filtration rate=175×[혈청 크레아틴]-1.154×[나이]-0.203×0.742 [여

으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없어 국민건강영양조사 자

성의 경우])을 이용하여, 만성신장 질환 2기(CKD stage 2) 이상을 의미

료를 이용하여 정상 신기능을 가진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커피 섭

하는 60 mL/min/1.73 m2 이상을 정상군으로 분류하였다.14)

취량과 혈중 요산 수치와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3) 커피 섭취량

방법

커피 섭취량은 평균섭취빈도와 1회 평균섭취량을 바탕으로 하루
평균 티스푼(teaspoon, ts)을 도출하여, 커피를 섭취하지 않는 집단, 2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1차년도(2016년) 자료를 기반

ts 미만으로 섭취하는 집단, 2 ts 이상 4 ts 미만 섭취하는 집단, 4 ts
이상 섭취하는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으로 하였다. 전체 대상자 8,150명 중 식품섭취빈도조사 대상자인
만 19세부터 만 64세까지의 4,750명을 선정, chronic kidney disease
(CKD) stage 3 이상인 405명을 제외 하였다. 해당 대상자 중 식품섭

2016 KNHANES sample
(n=8,150)

취빈도조사에 참여하고 주요 변수에 결측값이 없는 표본 2,966명을

Age<19 y, age>65 y
(n=3,400)

대상자로 선정하였다(Figure 1).
Age 19 64 y (n=4,750)

2. 연구 방법
1) 인구 통계학적 특성

eGFR<60 (n=405)
eGFR>60 (n=4,345)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검진조사에서 성별, 연령, 가구소득, 교육수

Missing sample of
food intake frequency
(n=1,211)

준, 결혼상태, 음주력, 흡연력, 신체활동, 당뇨병, 고혈압 여부를 반
영하였다. 연령은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의
군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가구소득은 설문을 바탕으로 하, 중하,
중상, 상으로 분류하였으며,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

Respondents of
food intake frequency
(n=3,134)

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결혼상

Missing sample of
general characteristics
(n=168)

태는 배우자가 있는 기혼, 이혼ㆍ별거ㆍ사별, 미혼군으로 분류 하였
다. 음주는 남자의 경우 1회 평균 음주량이 7잔 이상, 여자의 경우 5
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경우 고위험 음주로, 월 1회 이
상 음주하는 경우 적정 음주로, 월 1회 미만 음주하는 경우 비음주
로 분류하였다. 흡연은 평생 5갑 이상 흡연한 경우 흡연자로 분류하
Korean J Fam Pract. 2020;10(3):192-199

Fianl subject (n=2,966)

Figure 1. Subject of this study.
KNHANE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eGFR,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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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분석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

통계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for Windows, ver. 25.0 (IBM Co.,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복합표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
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검증하였다. 커피 섭취량에 따른 주요 변수
의 차이는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고, 연구대상의 특성에 따른

Value

Sex
Male

1,130 (49.3)

Female

1,836 (50.7)

Age (y)
19–29

476 (23.0)

요산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30–39

750 (23.0)

리고 커피 섭취량이 요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선형 회

40–49

757 (24.8)

50–59

677 (23.0)

60–64

306 (6.2)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모형에서는 보정변수를 투입하지 않
았고, 두 번째 모형에서는 일반적 특성을 보정하였으며, 세 번째 모
형에서는 일반적 특성과 건강 관련 특성을 보정하였다.

Income
Low

242 (8.9)

Mid-low

701 (22.4)

Mid-high
High

결과

961 (32.3)
1,062 (36.4)

Education
≤Elementary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복합표본 빈도분석
을 실시한 결과, 성별은 남자 49.3%, 여자 50.7%였고, 연령은 19–29

Middle

232 (6.3)
228 (6.4)

High

1,095 (39.1)

≥College

1,411 (48.2)

Marriage
Married

2,143 (65.5)

세 23.0%, 30–39세 23.0%, 40–49세 24.8%, 50–59세 23.0%, 60–64세

Married-no spouse

200 (5.7)

6.2%였다. 가구소득은 하 8.9%, 중하 22.4%, 중상 32.3%, 상 36.4%였

Not married

623 (28.9)

Drinking

고,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6.3%, 중학교 졸업 6.4%, 고등

High-risk drinking

학교 졸업 39.1%, 대학교 졸업 이상 48.2%, 결혼 상태는 기혼 65.5%,

Normal drinking

1,400 (50.3)

None

1,200 (35.9)

이혼ㆍ별거ㆍ사별 5.7%, 미혼 28.9%였다. 음주는 고위험 음주 13.8%,
적정 음주 50.3%, 비음주 35.9%였으며, 흡연은 현재 흡연 22.6%, 과
거 흡연 16.7%, 비흡연 60.7%였다. 신체활동은 실천 51.4%, 미실천

48.6%였으며, 고혈압 유병률은 19.3%, 당뇨병 유병률은 7.4%였다. 커
피 섭취의 빈도 분석 결과 하루 4 ts 이상 21.9%, 2–4 ts 미만 33.1%,

2 ts 미만 31.5%, 미섭취 13.6%를 보였다. 요산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평균 5.08±0.03 mg/dL였다(Table 1).

366 (13.8)

Smoking
Current smoking
Past smoked
None

541 (22.6)
442 (16.7)
1,983 (60.7)

Physical activity
Yes

1,427 (51.4)

No

1,539 (48.6)

Hypertension
Yes

593 (19.3)

No

2,373 (80.7)

Diabetes mellitus

2. 커피 섭취량에 따른 차이

커피 섭취량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신체활동과 당뇨병은 유의하지 않은 반

Yes

235 (7.4)

No

2,731 (92.6)

Coffee intake (ts/day)
≥4
2 to <4

636 (21.9)
1,001 (33.1)

면, 성별(P<0.001), 연령(P<0.001), 가구소득(P=0.006), 교육수준

<2

957 (31.5)

(P<0.001), 결혼상태(P<0.001), 음주(P<0.001), 흡연(P<0.001), 고혈압

None

372 (13.6)

Uric acid

5.08±0.03

(P=0.027)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의 차이 검증 결과 커피 섭취량이 많은 집단에서 남자의 비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an±standard error.
ts, teaspoon.

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연령의 차이 검증 결과 커피 섭취량이 많
은 집단에서 30대, 40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구소득의

았으며, 결혼상태의 차이 검증 결과 커피 섭취량이 많은 집단에서

차이 검증 결과 커피 섭취량이 많은 집단에서 고소득층의 비율이

기혼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음주의 차이 검증 결과 커피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교육수준의 차이 검증 결과 커피 섭취

섭취량이 많은 집단에서 음주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흡연

량이 많은 집단에서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

의 차이 검증 결과도 마찬가지로 커피 섭취량이 많은 집단에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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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또는 과거흡연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고혈압 유병률

Bonferroni의 다중비교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구소득에 따

의 차이 검증 결과 커피 섭취량이 많은 집단에서 고혈압 유병자의

른 요산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성별, 연령, 교육수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Table 2).

결혼상태, 음주, 흡연, 신체활동, 고혈압, 당뇨병, 커피 섭취량에 따
른 요산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요산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에

3. 연구대상의 특성에 따른 요산 차이

연구대상의 특성에 따른 요산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복합표본

따라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요산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교육수준은

일원배치 분 산분 석을 실시하였고, 유의한 변수에 대해서는

높을수록 요산이 전반적으로 높았고, 결혼상태는 미혼의 경우 요

Table 2.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coffee intake
Coffee intake (ts/day)

Variable

≥4

2 to <4

<2

None

Male

304 (58.0)

384 (49.7)

324 (45.1)

118 (44.3)

Female

332 (42.0)

617 (50.3)

633 (54.9)

254 (55.7)

19–29

69 (14.8)

99 (14.4)

189 (29.8)

119 (41.6)

30–39

189 (27.6)

251 (23.4)

222 (20.5)

88 (20.1)

40–49

218 (33.2)

295 (28.6)

190 (19.8)

54 (13.6)

50–59

124 (20.9)

254 (26.6)

224 (22.3)

75 (19.2)

60–64

36 (3.4)

102 (6.9)

132 (7.7)

36 (5.5)

41 (6.9)

78 (8.3)

86 (9.9)

37 (11.3)

Mid-low

130 (19.6)

233 (21.4)

224 (22.4)

114 (29.5)

Mid-high

203 (31.1)

320 (31.9)

331 (34.7)

107 (29.6)

High

262 (42.4)

370 (38.4)

316 (33.1)

114 (29.6)

29 (3.7)

83 (7.3)

95 (7.7)

25 (4.6)

<0.001

Sex

<0.001

Age (y)

Income

0.006

Low

<0.001

Education
≤Elementary
Middle

48 (6.4)

78 (6.7)

72 (6.2)

30 (6.2)

High

179 (30.1)

386 (39.6)

366 (41.7)

164 (46.6)

≥College

380 (59.7)

454 (46.5)

424 (44.5)

153 (42.5)

474 (70.1)

784 (74.2)

662 (59.5)

223 (50.7)

<0.001

Marriage
Married
Married-no spouse

45 (6.2)

69 (5.7)

70 (6.2)

16 (3.5)

117 (23.7)

148 (20.2)

225 (34.3)

133 (45.8)

High-risk drinking

100 (18.2)

135 (14.7)

98 (11.2)

33 (10.7)

Normal drinking

329 (52.9)

484 (51.5)

442 (49.3)

145 (45.4)

None

207 (28.9)

382 (33.8)

417 (39.5)

194 (44.0)

Current smoking

195 (35.9)

197 (24.4)

111 (15.4)

38 (13.4)

Past smoked

111 (19.1)

165 (18.9)

133 (15.6)

33 (10.2)

None

330 (45.0)

639 (56.7)

713 (69.0)

301 (76.4)

Yes

297 (49.1)

461 (49.4)

479 (52.3)

190 (57.9)

No

339 (50.9)

540 (50.6)

478 (47.7)

182 (42.1)

Yes

125 (20.6)

215 (21.4)

198 (18.6)

55 (13.6)

No

511 (79.4)

786 (78.6)

759 (81.4)

317 (86.4)

Yes

43 (6.1)

81 (8.3)

80 (7.6)

31 (6.6)

No

593 (93.9)

920 (91.7)

877 (92.4)

341 (93.4)

Not married

P-value

<0.001

Drinking

<0.001

Smoking

Physical activity

0.060

Hypertension

0.027

Diabetes mellitus

0.458

Values are presented as unweighted number (weighted %).
ts, teasp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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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혼ㆍ별거ㆍ사별의 경우 요산이 상대적으

가 상대적으로 요산이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당뇨병은 유병자가 아

로 낮았다. 음주는 많이 할수록 요산이 높았고, 흡연도 현재흡연자

닌 경우 상대적으로 요산이 높게 나타났다. 커피 섭취량은 4 ts 이상

나 과거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요산이 높았으며, 신체활동은 실천

섭취를 하는 경우 그 미만보다 요산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을 하는 경우 하지 않는 경우보다 요산이 높았다. 고혈압은 유병자

(Table 3, Figure 2).
4. 커피 섭취량이 요산에 미치는 영향

Table 3. Uric acid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Value

Sex
Male

5.90±0.04

Female

4.29±0.03

19–29

5.29c±0.07

30–39

5.19bc±0.05

40–49

5.00ab±0.06

50–59

a

4.93 ±0.05

60–64

4.84a±0.08

Income
5.14±0.11

Mid-low

5.13±0.06

Mid-high

4.99±0.05

High

5.13±0.05

는데, 첫 번째 모형은 보정변수를 투입하지 않았고, 두 번째 모형은

Middle

4.87ab±0.11

High

5.02b±0.05

≥College

5.22c±0.04

첫 번째 모형의 회귀계수 유의성 검증 결과, 커피 섭취량이 4 ts 이
상인 경우는 커피를 섭취하지 않는 경우보다 요산이 높은 것으로

4.96b±0.03

Married-no spouse

4.66a±0.10

과, 커피 섭취를 하지 않는 경우보다 2 ts 이상 4 ts 미만 커피를 섭취
하는 경우 약 0.18 정도 요산 수치가 높고(B=0.18, P=0.037), 커피를
섭취하지 않는 경우보다 4 ts 이상 커피를 섭취하는 경우 약 0.27 정
도 요산 수치가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B=0.27, P=0.001).
일반적 특성과 건강 관련 특성을 보정한 세 번째 모형의 회귀계
수 유의성 검증 결과, 커피 섭취를 하지 않는 경우보다 4 ts 이상 커
피를 섭취하는 경우 요산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는데, 4

ts 이상 커피를 섭취하는 경우 약 0.24 정도 요산 수치가 높은 것으

c

5.44 ±0.06
<0.001

Drinking

검증되었다(B=0.43, P<0.001).
일반적 특성을 보정한 두 번째 모형의 회귀계수 유의성 검증 결

<0.001

Married

일반적 특성을 보정변수로 투입하였으며, 세 번째 모형은 건강 관련
특성을 보정변수로 투입하였다.

4.65a±0.09

Marriage

5.62c±0.07

로 추정되었다(B=0.24, P=0.006) (Table 4).

b

Normal drinking

5.21 ±0.04

None

4.70a±0.04
<0.001

Smoking
Current smoking

5.74b±0.06

Past smoked

5.62b±0.06

None

4.69a±0.04

5.5
5.4

<0.001

Physical activity
Yes

5.20±0.04

No

4.96±0.04

5.3
5.2
<0.001

Hypertension
Yes

5.45±0.07

No

5.00±0.03
<0.001

Diabetes mellitus

5.1
5.0
4.9

Yes

4.74±0.10

4.8

No

5.11±0.03

4.7
<0.001

Coffee intake (ts/day)
≥4

5.34b±0.06

2 to <4

5.08a±0.06

<2

4.99a±0.05

None

4.91a±0.0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error.
ts, teaspoon.
Multiple comparison: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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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

Education

High-risk drinking

<0.001

0.160

Low

Not married

커피 섭취량이 요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선형 회귀분

<0.001

Age (y)

≤Elementary

P-value

Uric acid

Variable

www.kjfp.or.kr

5.34
5.08

4.99

4.91

4.6
4.5
>4

2 to <4

<2

None

Coffee intake (ts/day)

Figure 2. Uric acid according to coffee intake.
ts, teaspoon.
P<0.001, P-value was obtained by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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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ffect of coffee intake on uric acid
Variable

Model 1
B

SE

Model 2
P-value

B

SE

Model 3
P-value

B

SE

P-value

Coffee intake (ts/day)
≥4

0.43

0.09

<0.001

0.27

0.08

0.001

0.24

0.09

0.006

2 to <4

0.17

0.10

0.082

0.18

0.08

0.037

0.15

0.08

0.077

<2

0.07

0.09

0.388

0.11

0.07

0.139

0.09

0.07

0.188

None

(ref)

0.06

<0.001

(ref)

(ref)

Sex
Male

1.56

Female

(ref)

0.05

<0.001

1.48
(ref)

Age (y)
19–29

0.02

0.12

0.868

0.05

0.12

0.661

30–39

0.03

0.09

0.719

0.04

0.10

0.711

40–49

-0.06

0.09

0.481

-0.07

0.09

0.469

50–59

-0.07

0.08

0.378

-0.06

0.08

0.432

60–64

(ref)

(ref)

Income
Low

0.05

0.11

0.664

0.09

0.11

0.416

Mid-low

0.04

0.07

0.504

0.06

0.06

0.367

Mid-high

-0.08

0.05

0.130

-0.06

0.06

0.300

High

(ref)

(ref)

Education
≤Elementary

-0.17

0.10

0.112

-0.19

0.10

0.067

Middle

-0.04

0.10

0.677

-0.04

0.10

0.718

High

-0.10

0.06

0.068

-0.10

0.06

0.070

≥College

(ref)

(ref)

Marriage
Married

-0.26

0.09

0.004

-0.21

0.09

0.015

Married-no spouse

-0.24

0.13

0.076

-0.21

0.13

0.110

Not married

(ref)

(ref)

Drinking
High-risk drinking

0.13

0.08

0.085

Normal drinking

0.10

0.05

0.043

None

(ref)

Smoking
Current smoking

0.05

0.07

0.487

Past smoked

0.03

0.07

0.691

None

(ref)
0.05

0.032

0.07

<0.001

0.10

<0.001

Physical activity
Yes

0.10

No

(ref)

Hypertension
Yes

0.33

No

(ref)

Diabetes mellitus
Yes

-0.49

No

(ref)

Model 1: not adjusted. Model 2: adjusted for general characteristics. Model 3: adjusted for general characteristics and health characteristic.
B, regression coefficient; SE, standard error; ts, teaspoon.

고찰

며, 혈중 요산 농도와의 관련성이 있는 다양한 변수를 보정한 후 커
피 섭취량과 혈중 요산 농도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는 2016 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설문에 답변을 한 만 19
세–64세의 성인 중 정상 신기능을 가진 군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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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와 혈중 요산 농도와의 관계를 알아본 기존의 대다수 연구에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연구의 제한점이 있었던 만큼 부족

8,9,15-17)

커피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혈중 요산 농도는 감소한다는 결

한 부분을 보완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많은

과를 보였으나, 커피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혈중 요산 농도가 증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커피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명확히 밝

다는 Teng 등 의 연구 결과도 있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Park

힐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서

18)

19)

등 의 국내 연구진이 커피 섭취량에 따른 혈중 요산 농도에 대한
메타분석을 최초로 하였으며, 남녀 모두에서 일정량 이상의 커피를

요약

섭취하였을 시 혈중 요산 농도의 감소를 보여 주었다.
본 연구는 대부분의 논문들에서 커피 섭취가 혈중 요산 농도를

연구배경: 커피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음료 중 하나로

낮춘다는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이유로는

커피 섭취가 건강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한국

20)

한국 성인이 마시는 커피 중 믹스커피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으며,

인에 있어서 커피 섭취와 혈중 요산 수치와의 관계는 밝혀진 바가

커피를 섭취할 때 설탕이나 프림 등의 다른 첨가물을 넣어 먹는 경

없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 신기능을 가진 한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21)

커피와 혈중 요산 농도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커피는 추출 방법이나 먹는 방법에 따라 성분이 다를 수 있고, 그

방법: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9세 이상의 성인 중 조건

에 따라 몸에서의 생리적 반응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

을 만족하는 2,966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식품 섭취

과들이 있다.22) 본 연구에 사용된 국민건강영양조사 설문조사에서

빈도 조사 설문지 응답에 따라 대상자를 커피를 섭취하지 않는 집

섭취한 커피의 종류에 대해서는 조사가 되지 않은 점이 있는데, 한

단, 2 teaspoon (ts) 미만으로 섭취하는 집단, 2 ts 이상 4 ts 미만 섭취

국 성인은 믹스 커피를 비롯한 인스턴트 커피 섭취 빈도가 높아 이

하는 집단, 4 ts 이상 섭취하는 집단으로 네 군으로 나누었고 혈중

러한 커피의 섭취 패턴도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20) 설문조사상

요산 농도를 측정하였다. 커피 섭취와 혈중 요산 농도와의 연관성을

조사되지 않은 첨가물이나 섭취한 커피의 종류 등이 혈중 요산 농

분석하기 위해 선형 회귀 분석을 사용하였다.

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커피 종류를 제한하

결과: 조사 대상자의 혈중 요산 농도는 평균 5.08±0.03 mg/dL이었으

고, 첨가물 유무에 따른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며, 4 ts 이상 섭취군에서 5.34, 2 ts 이상 4 ts 미만군에서 5.08, 2 ts 미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첫째, 단면연구라는 점에서 연관성은 확인

만군에서 4.99, 미섭취군에서 4.91 mg/dL을 보였다. 일반적 특성과

하였으나 커피와 혈중 요산 농도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할 수 없는

건강 관련 특성을 보정한 회귀계수 유의성 검증 결과에서도 커피를

점에 있다. 앞으로 코호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커

마시지 않는 군보다 하루 4 ts 이상 섭취군에서 혈중 요산 농도가

피의 종류가 명확히 구분되어 조사되지 않았으며, 커피 섭취 횟수

0.24 mg/dL만큼 높음을 알 수 있었다(P=0.006).

및 한번에 사용하는 티스푼(ts)에 대한 조사만 이루어져 섭취한 커

결론: 한국 성인에서 커피 섭취량이 많을수록 혈중 요산 농도는 유

피의 정량적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당뇨병이나 고혈압의

의하게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우 질병 유무나 현재 치료 상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통
풍이나 무증상 고요산혈증에 대한 질환 유무에 대해서는 조사가 되

중심단어: 커피; 요산; 국민건강영양조사

지 않았으며, 요산 저하제를 복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되
지 않았다. 실제로 요산 저하제를 복용하고 있는 군에서는 혈중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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