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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인에서 혈중 요산 농도와 저밀도 콜레스테롤과의 관련성:
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임승용, 문나연*
중앙보훈병원 가정의학과

Relationship between Serum Uric Acid Level and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in Korea
Adult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7
Seungyong Lim, Nayeon Moon*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Veterans Health Service Medical Center, Seoul, Korea

Background: Over the last few decades, the incidence of hyperuricemia has increased. Recently, the incidences of gout and asymptomatic
hyperuricemia have been rapidly increasing in Korea. A correlation between serum uric acid (SUA) level and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as
already been identified, but it has been rarely studied in the Korean population.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correlation between serum uric
acid level and LDL cholesterol using data from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7).
Methods: This was a cross-sectional study of 8,127 Korean adults aged 19–79 years. Individuals were cancer excluded. Participants were classified as
having hyperuricemia if SUA levels were ≥7.0 mg/dL in men and ≥6.0 mg/dL in women. The correlation between SUA level and LDL cholesterol was
analyzed by complex sam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Results: In men, LDL cholesterol was higher in participants with hyperuricemia (120.6±1.61) than in normal individuals (114.3±0.84) (P<0.001). In
women, LDL cholesterol was higher in participants with hyperuricemia (125.6±3.25) than in normal individuals (117.6±0.69) (P=0.0149). We used 3
models with progressive degrees of adjustment. Model 1 was adjusted for age, gender, alcohol, smoking, and body mass index. Model 2 was further
adjusted for hypertension and diabetes. Model 3 was further adjusted for dyslipidemia, stroke, myocardial infarction or angina, and liver cirrhosis.
After adjusting for potential confounders, LDL cholesterol was higher in the hyperuricemic group than in the normal group (P<0.001).
Conclusion: The study results confirm that a positive correlation exists between serum uric acid level and LDL cholesterol.
Keywords: Uric Acid;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ipid Profile; Korean Adults

련 질환이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유병률은 5.17배 증가하였고 2006

서론

년에서 2015년까지 발생률은 2.21배로 증가하였다.2)
지난 몇십 년 동안 고요산혈증의 빈도가 증가했다. 최근 우리나

통풍은 혈중의 요산이 포화 상태를 넘어 관절 내에 요산 결정이

라에서도 고령화, 식습관의 변화, 대사성 질환의 증가 등의 원인으

침착되는 염증성 질환이다. 퓨린의 대사 변화와 요산 배설 저하로

1)

로 통풍, 무증상 고요산혈증 등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

주로 관절에 요산 결정이 축적되어 면역반응에 의해 염증을 일으키

강보험 청구 자료를 이용한 국내의 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통풍 관

게 된다.3) 하지만 최근에는 급성 염증성 질환인 통풍 외에도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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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심이 제기되고 있다. Forman 등 과 Choi와 Ford 는 높은 요산 농도
4)

5)

가 고혈압과 관련이 있으며 대사증후군의 각 변수들과 상관관계가

2. 연구 방법

있다고 하였고, Fang과 Alderman 은 심혈관계 질환에 영향을 줄 수

1) 설문조사

6)

있는 다른 변수들을 보정한 후에도 증가한 요산 농도가 심혈관계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가구원확인조사, 건강설문조사, 검진조사,

사망률과 독립적인 상관 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Alderman

영양조사를 통해 조사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건강설문조사를 통해

7)

등 의 연구에서는 고혈압을 적절히 치료 받고 있는 환자에서도 높

연령, 성별, 음주력, 흡연력, 만성질환 이환 및 치료에 관한 정보를

은 요산 농도가 심혈관계 질환에 영향이 있음을 보고했다.

수집했다. 성별은 남, 녀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연령은 1–79세까지

한편, 높은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심혈관질환의 위험도를 상승시

기입형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음주력은 술의 종류에 구분하지 않

키는 인자로서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낮게 유지하는 것은 죽상경화

고 1년간의 음주 빈도를 최근 1년간 마신 적 없음, 월 1회 미만, 월 1

성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목표가 된다.9) 따라서 요산

회 정도, 월 2–4회, 주 2–3회 정도, 주 4회 이상, 비해당(청소년, 소

과 저밀도 콜레스테롤의 상관 관계를 알아보는 것은 더 나아가 심혈

아, 술 마셔본 적 없음)으로 나눴고, 본 연구는 이를 마신 적 없음,

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임상적인 의미가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 요

월 1회 이하, 월 2–4회, 주 2–3회, 주 4회 이상의 총 다섯 항목으로

산과 저밀도 콜레스테롤과의 관련성을 추론해볼 수 있다. Kuwabara

구분하였다. 흡연력은 시작 연령 및 흡연량을 구분하지 않고 현재

등10)의 연구에서는 기저 요산 농도와 5년간 요산 상승치가 높을수

흡연 여부를 매일 피움, 가끔 피움, 과거엔 피웠으나 현재는 피우지

록 저밀도 콜레스테롤 상승의 위험도를 높인다고 하였고, Ali 등11)의

않음, 비해당(청소년, 소아), 피운 적 없음으로 나눴고, 본 연구는 이

교차단면 연구에서는 요산 농도가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포함한 혈

를 흡연, 비흡연으로 단순화했다. 만성질환 이환 및 치료는 총 27개

중지질 농도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했다. 또한, Peng 등12)의 연구

만성질환에 대해 현재 유병 여부, 치료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는 고요산혈증이 고중성지질혈증이나 낮은 고밀도콜레스테롤과 연

연구에서는 고혈압, 당뇨, 간경변증은 현재 유병 중이라고 설문에

관성이 있고 저밀도 콜레스테롤과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

응답한 대상자를 고혈압, 당뇨, 간경변증 유병자로 하였다. 이상지

했다.

질혈증, 뇌경색, 심근경색 혹은 협심증은 치료 여부에 현재 치료 중

8)

Dawson과 Walters 의 연구에서는 심혈관질환의 위험성을 낮추는
13)

데 있어 고요산혈증을 개선하는 치료가 지질 저하 치료에 상승 효

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를 이상지질혈증, 뇌경색, 심근경색 혹은 협심
증의 치료 중인 대상자로 하였다.

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심혈관질환을 예방하는
데 있어 고요산혈증과 저밀도 콜레스테롤의 연관성을 밝히는 연구

2) 검진조사

가 매우 중요하나, 국내에서 고요산혈증과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

검진조사에서는 신체계측, 혈압 및 맥박 측정, 혈액 및 소변검사

가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

를 실시하였다. 신장(cm), 체중(kg)은 모두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민건강영양조사의 최신 자료를 이용하여 요산과 저밀도 콜레스테롤

측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body mass index (kg/m2)를 계산하였다. 혈

의 상관성을 연구해 보았다.

압은 계측 전 최소 5분 안정시간을 갖고 앉는 자세에서 수은혈압계
로 1차, 2차, 3차 측정하여 2차와 3차의 평균값으로 하였다. 혈액 검

방법

사는 공복시간 최소 8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8시간 미만일 경우 다
음 날에 채혈하였다.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2차년도(2017년) 자료’를 활

2) 변수선정

용한 단면연구이다. 8,127명 중 19–79세 성인 6,204명을 대상으로 하

남성에서는 혈중 요산 농도가 7.0 mg /dL 이상, 여성에서는 6.0

였다. 80세 이상은 기입형 설문지에 80으로만 기록되었기 때문에 나

mg/dL 이상을 기준으로 ‘고요산혈증군’과 ‘정상군’으로 나누고 독

이를 보정할 수 없어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건강설문조사에 응

립변수로 선정하였다. 종속변수는 혈중 저밀도콜레스테롤 수치로

한 대상들에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갑상선암, 기

하였다.

타 암을 가진 124명을 제외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혈중 요산 농
도와 혈중 지질 농도에 대한 결측값이 있는 643명을 제외한 5,437명
Korean J Fam Pract. 2020;10(3):20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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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 분석

(Table 1).

모든 통계 분석은 R version 3.5.1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

puting, Vienna, Austria)으로 수행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

2. 정상군과 고요산혈증군에서 연구대상자들의 임상적 특성

료는 복합표본 설계된 데이터이므로 R의 survey package를 이용하여

남성 2,417명 중 고요산혈증을 가진 대상은 450명, 여성 2,851명

복합표본설계를 반영 후 분석하였다. 복합설계 요소(층, 군집, 가중

중 고요산혈증을 가진 대상은 169명으로 여성보다 남성에서 고요산

치)는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 이용지침서에 따

혈증이 많았다. 남성에서 연령은 고요산혈증군이 40.3±0.73세로 정

라 적용하였다. 신뢰수준(confidence interval, CI)은 95%로 하였으며

상군 46.4±0.49세보다 낮았다. 여성에서 연령은 고요산혈증군이

P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연구

48.6±1.77세, 정상군이 46.7±0.46세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체질

대상자의 특성에서 연속형 변수는 평균값±표준오차(standard error,

량지수(kg/m2)는 고요산혈증군에서 남성 26.0±0.20, 여성 26.1±

SE)로 표시하고 범주형 변수는 백분율과 표준오차(SE)로 표시하였

0.38로 정상군 남성 24.1±0.09, 여성 23.1±0.10보다 높았다. 흡연 여

다. 남성에서는 혈중 요산 농도 7.0 mg/dL, 여성에서는 6.0 mg/dL 이

부는 고요산혈증군 남성 38.8% (2.73), 여성 7.6% (2.51)로 정상군 남

상을 기준으로 정상군과 고요산혈증군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저밀

성 36.8% (1.46), 여성 5.3% (0.55)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남성에서

도 콜레스테롤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때 연속형 변수는 t-test를,
범주형 변수는 Rao–Scott Chi-square test를 수행하였다. 연령, 성별,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n=5,437)
Characteristic

음주빈도, 흡연, 체질량지수 외에도 당뇨병 혹은 고혈압의 유무, 간
경변의 유무, 이상지질혈증,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에 대한 투약
유무가 저밀도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점진적
으로 보정한 3가지 모델을 고려하여 복합표본 선형회귀모형(complex

Value

Gender
Men

50.0 (0.74)

Women

50.0 (0.74)

Age (y)
19–29

46.0±0.41
18.5 (0.89)

sample linear regression model)으로 분석하였다. Model 1은 연령, 성

30–39

18.8 (1.04)

별, 음주빈도, 흡연, 체질량지수를 보정하였다. Model 2는 추가적으

40–49

21.1 (0.84)

50–59

20.5 (0.68)

로 당뇨, 고혈압을 추가적으로 보정하였다. Model 3은 여기에 이상

60–69

13.0 (0.63)

지질혈증,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 간경변 등에 대한 투약 유무를

70–79

추가적으로 보정하였다.

Height (cm)
Weight (kg)

65.4±0.24

BMI (kg/m2)

23.9±0.07

<18.5

결과
1.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총 5,437명의 연구 대상자들 중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각각 50.0%
(0.74)였다. 평균 연령은 46.0±0.41세였고 40대가 21.1% (0.84)로 가장
많고 70대가 8.2% (0.54)로 가장 적었다. 평균 신장은 165.0±0.19 cm
였고 평균 체중은 65.4±0.24 kg이었다. 평균 체질량지수(kg/m2)는

23.9±0.07이었으며 체질량지수 25.0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34.5%
(0.86)였다. 음주는 무음주 20.5% (0.73), 월 1회 이하 29.3% (0.8)로

8.2 (0.54)
165.0±0.19

4.2 (0.33)

18.5–22.9

38.9 (0.75)

23.0–24.9

22.4 (0.63)

≥25.0

34.5 (0.86)

Smoking

21.3 (0.86)

Alcohol
None

20.5 (0.73)

≤1/mo

29.3 (0.80)

2–4/mo

25.9 (0.75)

2–3/wk

18.0 (0.59)

≥4/wk
HTN
DM
Fasting glucose

6.4 (0.41)
16.0 (0.73)
6.6 (0.46)
98.8±0.37

월 1회 이하 음주가 가장 많았고 주 4회 이상 마시는 사람이 6.4%

HbA1c (%)

(0.41)로 가장 적었다. 고혈압 유병자는 16.0% (0.73), 당뇨 유병자는

Systolic BP (mmHg)

116.7±0.34

Diastolic BP (mmHg)

75.8±0.23

6.6% (0.46)였다. 평균 수축기 혈압(mmHg )은 116.7±0.34였고 평균

Dyslipidemia

9.5 (0.47)

이완기 혈압(mmHg )은 75.8±0.23이었다. 평균 공복 혈당( g/dL)은

Stroke

1.2 (0.17)

MI or angina

1.4 (0.15)

98.8±0.37이었고 평균 당화혈색소(%)는 5.6±0.01이었다. 연구 대상

Liver cirrhosis

0.1 (0.04)

자들 중 이상지질혈증, 뇌졸중, 심근경색 및 협심증, 간경화 투약 중
인 대상은 각각 9.5% (0.47), 1.2% (0.17), 1.4% (0.15), 0.1% (0.0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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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0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error or percentage (standard error).
BMI, body mass index; HTN, hypertension; DM, diabetes mellitus; HbA1c, glycated hemoglobin; BP, blood pressure, MI, myocardial infar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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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당뇨가 정상군에서 7.9% (0.68)로 고요산혈증군 4.5% (1.02)보다

정할 수 있는 3가지 모델을 사용하여 복합표본 선형회귀모형(complex

많았다. 여성에서는 고혈압은 고요산혈증군에서 27.1% (3.71)로 정

sample linear regression model)으로 분석하였다. Model 1은 연령, 성

상군 13.7% (0.89)보다 많았다. 여성에서 뇌졸중 유병자는 고요산혈

별, 음주빈도, 흡연, 체질량지수를 보정하였다. Model 2는 당뇨, 고

증군에서 3.1% (1.81)로 정상군 0.9% (0.19)보다 많았다. 그 외 유병

혈압 유무를 추가적으로 보정하였다. Model 3은 여기에 이상지질혈

및 치료여부는 고요산혈증군과 정상군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증,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 간경변 등의 투약 유무를 추가적으로

남성 고요산혈증군에서 총 콜레스테롤(mg/dL)은 200.1±2.06, 중성

보정하였다. 남녀를 합친 전체의 β값은 model 1, 2, 3에서 각각 5.621

지방은 170.1±4.68로 정상군에 비해 높았고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95% CI, 2.681–8.561), 6.175 (95% CI, 3.290–9.059), 6.907 (95% CI,

45.5±0.54로 정상군에 비해 낮았다. 여성 고요산혈증군에서 총 콜

4.064–9.750)이었고, 남성에서 β값은 model 1, 2, 3에서 각각 4.765

레스테롤은 203.9±3.33, 중성지방은 136.3±6.15로 정상군에 비해 높

(95% CI, 1.247–8.283), 5.079 (95% CI, 1.551–8.608), 6.363 (95% CI,

았고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51.1±1.17로 정상군에 비해 낮았다. 저밀

2.736–9.990)이었다. 여성에서는 β값이 model 2, 3에서 각각 7.585

도 콜레스테롤은 고요산혈증군에서 남성 120.6±1.61, 여성 125.6±

(95% CI, 1.395–13.776), 6.129 (95% CI, 0.360–11.898)였다(Table 3).

3.25로 정상군에 비해 높았다(Table 2).

고찰
3. 정상군과 고요산혈증군에서 요산과 저밀도 콜레스테롤과의

본 연구는 고요산혈증과 저밀도 콜레스테롤과의 연관성을 확인

선형회귀분석

저밀도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점진적으로 보

하고자 하였다. 요산 및 저밀도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Table 2. Study subjects’ demographic data by sex between hyperuricemia and normouricemia
Men
Variable
Number of subjects

Normouricemia

Women

Hyperuricemia
(SUA≥7.0 mg/dL)

Hyperuricemia
(SUA≥6.0 mg/dL)

P-value

Normouricemia
2,682

169

<0.001

46.7±0.47

48.6±1.77

158.4±0.18

156.9±0.61

P-value

1,967

450

46.4±0.49

40.3±0.73

Height (cm)

171.5±0.18

172.6±0.36

Weight (kg)

71.2±0.33

77.6±0.68

<0.001

57.9±0.22

64.4±1.09

<0.001

<0.001

<0.001

Age (y)

0.0054

0.3140
0.0105a

BMI (kg/m2)

24.1±0.09

26.0±0.20

23.1±0.10

26.1±0.38

Smoking

36.8 (1.46)

38.8 (2.73)

0.4636

5.3 (0.55)

7.6 (2.51)

0.2992

None

14.8 (0.97)

8.5 (1.45)

0.0016a

27.5 (1.03)

25.4 (4.06)

0.9750

≤1/mo

22.3 (1.12)

20.3 (2.29)

0.0016a

36.6 (1.18)

37.1 (4.08)

0.9750

2–4/mo

28.0 (1.26)

32.6 (2.59)

0.0016a

22.8 (0.87)

22.8 (4.06)

0.9750

2–3/wk

24.4 (1.18)

30.7 (2.35)

0.0016a

10.3 (0.68)

11.2 (2.87)

0.9750

≥4/wk

10.4 (0.75)

7.9 (1.31)

0.0016a

2.8 (0.38)

3.5 (1.56)

0.9750

HTN

17.6 (0.93)

17.6 (1.98)

0.9917

13.7 (0.89)

27.1 (3.71)

DM

7.9 (0.68)

4.5 (1.02)

0.0145a

5.8 (0.57)

9.7 (2.44)

0.0577

Dyslipidemia

8.4 (0.65)

7.6 (1.57)

0.6703

10.5 (0.66)

14.5 (3.32)

0.1868

Stroke

1.4 (0.26)

1.0 (0.39)

0.4161

0.9 (0.19)

3.1 (1.81)

0.0319a

MI or angina

1.9 (0.27)

1.3 (0.42)

0.2904

1.1 (0.22)

1.3 (0.68)

0.7236

Liver cirrhosis

0.1 (0.07)

0.2 (0.16)

0.4941

0.09 (0.05)

0 (0)

0.6856

HbA1c

5.6±0.02

5.5±0.03

0.0016a

5.6±0.02

5.7±0.05

0.0023a

189.6±0.96

200.1±2.06

<0.001

193.9±0.81

203.9±3.33

0.0033a

48.4±0.27

45.5±0.54

<0.001

55.8±0.30

51.1±1.17

134.7±1.92

170.1±4.68

<0.001

102.7±1.40

136.3±6.15

<0.001

5.5±0.03

7.8±0.04

<0.001

4.2±0.02

6.6±0.04

<0.001

114.3±0.84

120.6±1.61

<0.001

117.6±0.69

125.6±3.25

Alcohol

TC
HDLc
TG
Uric acid
LDLc

<0.001

0.0001a

0.0149a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percentage (standard error).
SUA, serum uric acid; BMI, body mass index; HTN, hypertension; DM, diabetes mellitus; MI, myocardial infarction; HbA1c, glycated hemoglobin; TC, total cholesterol;
HDLc,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TG, triglyceride; LDLc,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a
Denote statistical significance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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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ssociation between uric acid and LDL cholesterol
Model

Total

Men

β (95 % CI)

P-value

β (95 % CI)

Women
P-value

β (95 % CI)

P-value

Model 1

5.621 (2.681–8.561)

<0.001

4.765 (1.247–8.283)

0.009

5.785 (-0.993–12.564)

0.096

Model 2

6.175 (3.290–9.059)

<0.001

5.079 (1.551–8.608)

0.005a

7.585 (1.395–13.776)

0.018a

Model 3

6.907 (4.064–9.750)

<0.001

6.363 (2.736–9.990)

<0.001

6.129 (0.360–11.898)

0.039a

a

LDL, low-density lipoprotein; CI, confidence interval.
The independent variable was uric acid. The dependent variable is LDL cholesterol.
Adjusted covariates: model 1=age, gender, status of alcoholic beverage, smoking, body mass index; model 2=model 1+hypertension, diabetes; model 3=model 2+dyslipidemia, stroke, myocardial infarction or angina, liver cirrhosis.
a
Denote statistical significance at P<0.05.

변수들을 세 가지 모델을 통해 점진적으로 보정하여 복합표본 선형

요산의 역할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특히, 혈중 요산

회귀모형(complex sample linear regression model)으로 분석하였다. 고

농도가 저밀도 콜레스테롤 상승의 원인이 되는 직접적인 위험인자

요산혈증군은 정상군에 비해 β값이 model 1, 2, 3에서 각각 5.621

인지 병적 과정에서 함께 존재하는 인자인지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95% CI, 2.681–8.561), 6.175 (95% CI, 3.290–9.059), 6.907 (95% CI,

다만, 요산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와 관련된 많은 병태생리학

4.064–9.750)로 고요산혈증군이 정상군에 비해 저밀도콜레스테롤이

적 기전을 악화시킬 수 있고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는 다른 지질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01). 남녀

요소들과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심혈

를 나눠 복합표본 선형회귀모형(complex sample linear regression

관질환의 위험성을 낮추는데 있어 고요산혈증을 개선하는 치료가

model)으로 분석하였을 경우에도 남성에서 고요산혈증군은 정상군

지질 저하 치료에 상승효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13) 이것

에 비해 β값이 model 1, 2, 3에서 각각 4.765 (95% CI, 1.247–8.283),

은 병태생리는 명확하지 않지만 고요산혈증과 저밀도 콜레스테롤

5.079 (95% CI, 1.551–8.608), 6.363 (95% CI, 2.736–9.990), 여성에서는

을 조기에 개선함으로써 심혈관질환의 유병율을 줄일 수 있는 근거

model 2, 3에서 각각 7.585 (95% CI, 1.395–13.776), 6.129 (95% CI,

가 된다.

0.360–11.898)로 고요산혈증군이 정상군에 비해 저밀도 콜레스테롤

고요산혈증과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심혈관질환의 위험 인자를 가진 환자에서 저밀도 콜레스테롤 같은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요산은 간, 근육, 소장에서 생산되는 약산성 유기화합물이다. 혈

지질 요소들만 고려하여 요산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고요산혈증의

중에서 약 70%의 요산은 퓨린대사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약 30% 정

접근에 있어서 장기적인 건강을 고려한 생활 습관 개선, 식이 요법

도는 외부에서 음식으로 섭취된다. 퓨린은 요산의 전구체이며

과 더불어 저밀도 콜레스테롤의 이상을 조기에 검출하고 치료하는

xanthine oxidase를 통해 최종적으로 요산이 생성된다.

것이 임상 환경에서 우선되어야 한다.

14)

요산이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상승시키는 요인은 명확히 밝혀진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먼저 단면연구의 특성상 혈중 요산 수치

바는 없지만 기초 연구들을 통해 가능성 있는 몇 가지 기전들을 추

와 저밀도 콜레스테롤과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측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요산은 항산화제로 생각되

는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되었던 문제로 요산 수치와 저밀도 콜

지만, 고농도의 요산은 산화스트레스 분자로써 작용한다는 것이다.

레스테롤의 연관성에 대한 코호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요산과 저

고농도의 세포 내 요산은 미토콘드리아의 NADPH oxidase를 증가시

밀도 콜레스테롤과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요산을 개선

켜 미토콘드리아의 산화스트레스, 기능부전을 유발하고 세포질 내

하는 Allopurinol 같은 xanthine oxidase inhibitor 치료가 저밀도 콜레

15)

구연산을 방출하여 지질 신생과 중성지방 합성을 늘릴 수 있다.

스테롤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 기전들을 개선하는가에 대한 추가 연

또한, 요산은 AMP-kinase를 억제하여 지방산 산화 능력을 감소시키

구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 연령, 성별, 흡연, 알코올, 체질

혈관내피세포에서는 lipopro

량지수, 현재 병력 등을 보정하였지만 그 밖에 저밀도 콜레스테롤에

16,17)

고 지질 축적을 증가시킬 수 있다.

18)

tein lipase 활성을 방해하여 지질 분해를 저하시킬 가능성도 있다.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을 모두 보정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초 연구들의 근거에도 불구하고 요산이 저밀도 콜

그러나 이 연구는 요산과 저밀도 콜레스테롤과의 단순한 연관성이

레스테롤을 상승시키는 정확한 기전은 분명하지 않다.

아니라 1차 진료 환경에서 통풍 혹은 무증상 고요산혈증의 접근에

고요산혈증과 저밀도 콜레스테롤의 상승은 연령, 식이, 비만 등과

있어서 혈중지질농도를 고려할 필요성을 환기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같은 위험 요인을 공유하기 때문에 저밀도 콜레스테롤의 상승에서

향후 보완적인 연구가 이뤄져서 치료의 가이드라인 확립에 기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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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약
연구배경: 지난 몇십 년 동안 통풍, 무증상 고요산혈증 등이 급속
하게 증가하였다. 외국에서 교차단면연구, 코호트 연구를 통해 혈중
요산 농도와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있으나 국
내의 경우 연구가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제7기 2차년도(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혈중 요산 농도와 저밀도 콜레
스테롤의 관련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방법: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2차년도(2017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8,127명 중 19–79세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남성에서
는 혈중 요산 농도가 7.0 mg/dL 이상, 여성에서는 6.0 mg/dL 이상을
기준으로 ‘고요산혈증군’과 ‘정상군’ 두 군으로 나누었다. 혈중 저밀
도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보정하여 복합표본
선형회귀모형(complex sample linear regression model)으로 혈중 요산
농도와 저밀도 콜레스테롤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결과: 저밀도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점진적
으로 보정하였다. Model 1은 연령, 성별, 음주빈도, 흡연, 체질량지
수를 보정하였다. Model 2는 추가적으로 당뇨, 고혈압을 추가적으
로 보정하였다. Model 3은 여기에 이상지질혈증,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 간경변 등의 치료 유무를 추가적으로 보정하였다. 고요산혈
증군은 정상군에 비해 β값이 Model 1, 2, 3에서 각각 5.621 (95%

confidence interval [CI], 2.681–8.561), 6.175 (95% CI, 3.290–9.059),
6.907 (95% CI, 4.064–9.750)로 고요산혈증군이 정상군에 비해 저밀
도콜레스테롤이 높았다(P<0.001).

결론: 이번 연구를 통해 혈중 요산 농도와 저밀도 콜레스테롤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심단어: 요산; 저밀도 콜레스테롤; 혈중지질농도; 한국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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