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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인에서 우울증과 hs-CRP 혈중 농도와의 연관성:
국민건강영양조사 2018년 자료 이용
안미희, 엄유진, 박영규*
분당제생병원 가정의학과

Association between Depression and hs-CRP Blood Levels in Korean Adults: Using the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2018
Mi Hee Ahn, Yu Jin Eom, Young Kyu Park*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Bundang Jesaeng Hospital, Seongnam, Korea

Background: In previous studies, C-reactive protein (CRP), interleukin (IL)-6, and IL-1 increased in depressed patients. Experimental and clinical evidence
has reported that inflammatory mediators can induce symptoms of depression. Therefore, using the 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hs-CRP) of
the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we intend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depression and elevated hs-CRP.
Methods: Among male and female participants aged 20–65, people with no missing values on the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were selected
for the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 health questionnaire survey. A total of 3,743 participants were selected, excluding those who could
be suspected of having malignant tumors, autoimmune diseases, or inflammatory conditions. An hs-CRP level of 2.2 mg/dL or higher was
considered to show an increase in CRP. A cut-off score of 10 points was established on the PHQ-9, and a score of 10 or more indicated depression.
Results: In Model 1 with adjusted age and sex, P=0.007 and OR=1.849. In Model 2, adjusted for age, sex, alcohol, and smoking, P=0.014 and OR=1.738.
However, in Model 3, in which education level and stress perception rate were additionally controlled for, P=0.066 and OR=1.540, indicating that
there was no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hs-CRP elevation.
Conclus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draws attention to the possibility of depressive disorder and elevated blood hs-CRP using the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for the entire population.
Keywords: Depression; 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9; Inflammation

손상되며, 삶의 질이 크게 위협받기 때문이다.3) 또한, 자살로 인한

서론

조기 사망은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4) 우울증 환자는

2011년 국내 정신질환실태 연구에 의하면 한국 성인의 주요우울

동기 저하와 무기력이 동반되며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가 감소하여

장애 유병률은 여성 9.1%, 남성 4.8%로, 과거에 비해 증가하는 경향

신체활동이 저하되고, 섭식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는

을 보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인류 10대 질환 중 우울증을 3

장기적으로 대사장애로 이어질 수 있고, 대사증후군 및 관련 다른

위로 보고하였으며, 2030년이 되면 1위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5,6)

1)

2)

울증이 사회문제로 주목받는 이유는 환자의 사회적, 개인적 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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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메타분석 결과, 우울한 환자에서 acute phase protein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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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ctive protein (CRP)과 interleukin (IL)-6, IL-1 같은 pro-inflam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중성지방(triglycerides, TG), 고밀

matory cytokine이 증가해있었다. Irwin과 Miller 는 우울증과 혈중

도지단백콜레스테롤(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 수

높은 CRP, IL-6 농도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20년간 고찰을

축기 혈압(systolic blood pressure), 이완기 혈압(diastolic blood

통해 Dantzer 등 은 염증매개물질이 우울증의 행동학적, 심리적 증

pressure), 공복혈당(fasting blood glucose, FBG), 허리둘레(waist

상을 유발한다는 실험적, 임상적 증거를 보고하였다. 우울증 환자

circumference, WC) 등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사회경

는 생리적으로 만성적 염증상태 또는 전 염증상태에 있다는 것이

제적 지표와 생활습관 관련 건강변수를 확인하였다. 최근 1년간 월

다. CRP는 low-grade inflammation 상태를 나타내는 좋은 지표이며,

1잔 이상 음주를 기준으로 음주군과 비음주군으로 구분하였으며,

IL-1과 IL-6의 자극에 의해 간세포에서 합성, 분비된다.

특히 high

현재 흡연군과 비흡연군(과거흡연 포함)으로 구분하였다. 교육 수준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hs-CRP) 측정기술개발로, CRP를 0.3

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mg/L 이하로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만성 염증에 의한

이상의 4군으로 나누었고, 소득수준은 월평균 가구소득을 사분위

경도 CRP 상승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13,14)

로 나누어 하, 중하, 중상, 상으로 구분하였다. 유산소 신체활동 실

7)

8)

9)

10)

11,12)

본 연구에서는 2018년도 제7기 3차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검진조

천율은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숨이 약간 차거나 심장이 약간

사 결과를 이용하여 우울증과 hs-CRP 혈중농도 상승의 연관성에

빠르게 뛰는 활동)을 2시간 30분 이상하거나, 고강도 신체활동(숨이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많이 차거나 심장이 매우 빠르게 뛰는 활동)을 1시간 15분 이상 하
는 경우와 중강도, 고강도 신체 활동을 섞어서(고강도 1분은 중강도

2분) 각 활동에 상당하는 시간을 실천하는지에 따라 운동군, 비운

방법

동군으로 나누었다.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미만과 이상으로 나누
었으며,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인지 정도에 따라 대단히 많이 느낌,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8년 제7기 3차 국민건강영양조사를 기반으로, 총인

많이 느낌과 조금 느낌, 거의 느끼지 않음으로 구분하였다. BMI는

원 7,992명 가운데 만 20세 이상, 만 65세 이하 성인 남녀 중 건강설

(체중/신장2 [kg/m2]) 공식에 의해 BMI 25 kg/m2 이상을 비만군, 25

문자료와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에 대해 누락 없이

kg/m2 미만을 정상군으로 나누었다.

작성하고, 검진조사에서 결측값이 없는 자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악
성종양, 자가면역 질환자, 백혈구 10,000 cell/μL 이상 또는 hs-CRP 10

mg/dL 초과15)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여 총 3,743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3. 통계 분석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hs-CRP 분류에 따른 일반적 특성, 사회
경제적 지표, 건강 관련 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속형 변수의 평균
값은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을 이용하였다. 범주형 변수
의 빈도수는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활용하였으며, PHQ-9

2. 연구 설계

우울증 유병 여부는 한국판 우울증 선별도구인 PHQ-9 10점을 기

에 의한 남녀의 hs-CRP 평균값은 독립표본 T-검정을 이용하여 비교

준으로 분류하였다. PHQ-9는 우울장애 선별을 위한 자기보고식 설

하였다. 최종적으로 우울증과 hs-CRP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

문으로, DSM-IV의 우울삽화 진단기준과 일치하게 고안되었으며, 9

여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가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항목당 0점에서 3점까지 증상의

을 사용하였으며,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이, 성별, 음주,

정도에 따라 선택을 하고 합을 내는 것으로, 총점은 27점이며, 일반

흡연, 스트레스 인지율, 교육 수준을 3단계로 나누어 보정하였다.

적으로 10점 이상일 때 우울증에 대한 절단점(cut-off point)으로 설

분석모형 1에서는 나이와 성별을 보정하고, 분석모형 2에서는 나이,

정한다. 이는 우수한 민감도(81.8%)와 특이도(89.9%)를 가지며, 기존

성별에 음주와 흡연을 추가보정 하였으며, 분석모형 3에서는 나이,

우울선별척도에 비해 문항 수가 적어 일차의료에서 적합한 도구로

성별, 음주, 흡연, 교육 수준, 스트레스 인지율을 보정하였다. 본 연

평가된다. CRP 상승 기준은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2.2 mg/L 이상

구는 복합표본자료인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든

을 상승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hs-CRP 2.2 mg/L 미만을 low hs-

분석 시 층화, 집락,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IBM SPSS statistics ver.

CRP군, hs-CRP 2.2 mg/L 이상을 high hs-CRP군으로 설정하였다.

22.0 (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

16)

17-19)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에 기입된 나이, 성별, 음주, 흡연, 신

준은 P<0.05로 정의하였다.

체활동빈도, 교육 수준, 소득수준, 평균 수면시간, 스트레스 인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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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ccording by hs-CRP
Variables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지표

전체 3,743명 중 low hs-CRP군 3,366명, high hs-CRP군 377명이었
다. 평균나이는 low hs-CRP군 45.33세, high hs-CRP군 46.04세로,

Total
Age (y)

Low hs-CRP
(<2.2 mg/dL)

High hs-CRP
(≥2.2 mg/dL)

3,366 (89.9)

377 (10.1)

45.33±0.22

46.04±0.64

0.297
0.366

Sex
Male

1,507 (44.8)

178 (47.2)

high hs-CRP군에서 0.71세 높게 나타났다. 성별은 low hs-CRP군에서

Female

1,859 (55.2)

199 (52.8)

남자 1,507명(44.8%)과 여자 1,859명(55.2%)이었으며, high hs-CRP군

Smoking

에서 남자 178명(47.2%)과 여자 199명(52.8%)이었다. 흡연군은 low hs-

CRP군 692명(20.6%), high hs-CRP군 88명(23.2%)이었고, 음주군은
각각 2,064명(61.3%)과 229명(60.7%)이었다. 소득은 low hs-CRP군에
서 소득 하 275 (8.2), 중하 794 (23.6), 중상 1,049 (31.2), 상 1,248 (37.0)
이었고, high hs-CRP군에서 하 43 (11.4), 중하 86 (22.8), 중상 121
(32.1), 상 127 (33.7)이었다. 교육 수준은 low hs-CRP군에서 초졸 이하

241 (7.2), 중졸 263 (7.8), 고졸 1,302 (38.7), 대졸 이상 1,560 (46.3)이었
고, high hs-CRP군에서 초졸 이하 37 (9.8), 중졸 33 (8.8), 고졸 118
(31.3), 대졸 이상 189 (50.1)로 나타났다.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기준
에 합당한 군은 low hs-CRP에서 1,537명(45.7%), high hs-CRP에서 171
명(45.4%)이었으며, 평균 수면시간 7시간 미만은 각각 1,308명(38.9%)
과 165명(43.8%)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대단히 많이 느
낌, 많이 느낌 군이 low hs-CRP에서 922명(27.4%), high hs-CRP에서

124명(32.9%)이며, P값이 0.024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able 1).
2. 연구대상자의 생활습관 관련 건강변수

Table 1에서 수축기/이완기 혈압 평균은 low hs-CRP 군에서
115.74/76.78, high hs-CRP군에서 119.11/79.06으로 나타나 high hsCRP군이 3.37/2.28 높게 나타났다. BMI 평균은 low hs-CRP군에서

P-value

Yes

692 (20.6)

88 (23.2)

No

2,674 (79.4)

289 (76.7)

Yes

2,064 (61.3)

229 (60.7)

No

1,302 (38.7)

148 (39.3)

Lowest

275 (8.2)

43 (11.4)

Low-middle

794 (23.6)

86 (22.8)

Middle-high

1,049 (31.2)

121 (32.1)

High

1,248 (37.0)

127 (33.7)

≤Elementary school

241 (7.2)

37 (9.8)

Middle school

263 (7.8)

33 (8.8)

High school

1,302 (38.7)

118 (31.3)

≥College

1,560 (46.3)

189 (50.1)

Yes

1,537 (45.7)

171 (45.4)

No

1,829 (54.3)

206 (54.6)

<7

1,308 (38.9)

165 (43.8)

>7

2,058 (61.1)

212 (56.2)

0.207

Alcohol consumption
0.828

Household income
0.114

Education
0.023

Aerobic exercise activity
0.910

Sleep duration (h)
0.064

Stress perception rate
Much more/much

922 (27.4)

124 (32.9)

Some/less

2,444 (72.6)

253 (67.1)

0.024

SBP (mmHg)

115.74±0.26

119.11±0.88

<0.001

DBP (mmHg)

76.78±0.17

79.06±0.57

<0.001

BMI (kg/m2)

23.79±0.06

25.85±0.22

<0.001

(<25 kg/m2)

1,107 (32.9)

200 (53.1)

<0.001

(>25 kg/m2)

2,259 (67.1)

177 (46.9)

BMI

23.79, high hs-CRP군에서 25.85로 high hs-CRP군이 2.06 높았다. 또

FBG (mg/dL)

99.25±0.37

103.89±1.32

<0.001

한 BMI 25 kg/m2 이상인 비만은 low hs-CRP군에서 1,107명(32.9%)

HDL-C (mg/dL)

52.24±0.22

47.30±0.57

<0.001

TG (mg/dL)

134.39±1.81

155.77±6.98

<0.001

81.23±0.17

86.78±0.55

<0.001

과 high hs-CRP 군에서 200명(53.1%)으로 high hs-CRP군의 비만 유
병률이 높았다. 공복혈당(FBG)은 low hs-CRP군과 high hs-CRP군에
서 각각 99.25와 103.89로 high hs-CRP 군의 공복혈당이 4.64만큼 높
게 나타났다.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HDL-C)은 low hs-CRP군과

high hs-CRP군에서 각각 52.24와 47.30으로 나타나, low hs-CRP군의

WC (cm)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an±standard error.
hs-CRP, 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BMI, body mass index; FBG, fasting blood glucose;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TG, triglyceride; WC, waist circumference.
Analyzed by t-test (continuous variable) and by chi-square test (categorical variable).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이 4.94 높게 나타났다. 중성지방(TG)은

low hs-CRP군과 high hs-CRP군 각각 134.39와 155.77로 나타나, high

3. 우울증 유병과 hs-CRP의 상관관계

hs-CRP군의 중성지방이 21.38 높게 나타났다. 허리둘레(WC)는 low

Table 2에서 PHQ-9 10점 이상 집단은 여자 73.9%, 남자 26.1%이었

hs-CRP군과 high hs-CRP군 각각 81.23와 86.78로 나타나, high hs-

으며, P값 0.001 이하로 여자 우울증의 비율이 남자보다 높다고 할

CRP군의 허리둘레가 5.55 cm 높게 나타났다(Table 1).

수 있다. 또한 PHQ-9 분류에 따른 hs-CRP 평균값은 남자에서 일반
집단 hs-CRP 0.99 mg/dL, 우울집단 hs-CRP 1.60 mg/dL, 여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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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the mean of hs-CRP by PHQ-9 classification
PHQ-9 (<10)

PHQ-9 (≥10)

P-value

Table 3. Odds ratio and 95% confidence intervals for hs-CRP according to the depression
Odds ratio (confidence interval)

Sex
Male

1,642 (45.9)

43 (26.1)

<0.001

Female

1,936 (54.1)

122 (73.9)

<0.001

Male

0.99±0.03

1.60±0.33

0.002

Female

0.86±0.03

1.12±0.16

0.034

hs-CRP (mg/dL)

Model

Low hs-CRP
(<2.2 mg/dL)

High hs-CRP
(≥2.2 mg/dL)

P-value

Model 1

1

1.849 (1.185–2.885)

0.007

Model 2

1

1.738 (1.121–2.696)

0.014

Model 3

1

1.540 (0.973–2.439)

0.066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an±standard error.
hs-CRP, 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PHQ-9, Patient Health Questionare-9.
Analyzed by t-test (continuous variable) and by chi-square test (categorical variable).

Model 1 was adjusted for age, sex; Model 2 was adjusted for age, sex, alcohol
consumption, smoking; Model 3 was adjusted for age, sex, alcohol consumption, smoking, stress perception rate, education level.
Analyzed by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fter adjusting variables.

일반집단 hs-CRP 0.86 mg/dL, 우울집단 hs-CRP 1.12 mg/dL로 나타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축(hypothalamic-pituitary-adrenal gland axis,

나, 남녀 모두 우울집단의 hs-CRP가 높았다(P<0.05) (Table 2).

HPA축)과 교감신경을 활성화한다. 이로 인해 고코티졸혈증이 발생

Table 3의 분석모형 1에서 나이와 성별을 보정한 결과 P값은 0.007,

하고, 우울증 환자는 복부지방 증가와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교차비는 95% 신뢰구간에서 1.849 (95% confidence interval [95% CI],

(LDL-C) 상승, 인슐린 저항성 증가를 보일 수 있다.20,21) 또한 자율신

1.185–2.885)이었다. 분석모형 2는 hs-CRP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경계 조절능력 저하로 심박동수 불균형이 초래되고, 혈소판 활성화

고 알려진 음주, 흡연을 추가 보정하였으며17,18) P값 0.014과 교차비

에 의한 혈관내피 혈전경향이 강화되어 심뇌혈관질환 위험을 높인

1.738 (95% CI, 1.121–2.696)로 나타났다. 분석모형 3은 본 연구에서

다는 주장이 있다.22,23) 우울증 환자는 HPA축 활성화와 식이습관 변

hs-CRP와 연관성이 확인된 교육 수준, 스트레스 인지율을 추가 보

화로 인해 복부지방 증가 및 비만이 되기 쉬우며, 복부지방은 adipo

정하였고, P값 0.066 및 교차비 1.540 (95% CI, 0.973–2.439)으로 확인

kines, chemokines과 cytokines의 저장고가 되어 다량의 염증물질을

되었다(Table 3).

혈중분비하며, 환자의 우울증상을 유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국, 우울증으로 인해 복부지방이 증가하고, 복부지방으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24)

고찰

Tumor necrosis factor (TNF)-a, sTNFr-1, sTNFr-2, interferon-α, IL-6,
본 연구는 우울증과 hs-CRP 상승의 상관관계를 밝힌 2009년

IL-1β 등의 inflammatory cytokine, pro-inflammatory cytokine이 대뇌

Howren 등의 연구, 2007년 Irwin과 Miller의 연구 와 염증매개물질

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우울장애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이 우울증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Dantzer 등의 고찰 에서 영감

가 있다.25) 또한, 청소년기의 젊은 우울증 환자가 재발을 반복하여

을 얻었다. 이에 우울장애와 염증매개물질의 상관관계에 대한 국내

우울 에피소드가 축적될수록, 우울증과 CRP 혈중농도의 강한 양의

연구를 찾아보았으나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정서기능이 장기적으로 대사질환 또는 심

전 국민 대상의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우울장애와

혈관질환 같은 중ㆍ장년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 연구

혈중 hs-CRP 농도 관계를 파악하고자 본 연구에 착수하였다.

이다.26)

7)

8)

9)

혈중 hs-CRP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교육 수준, 스트레스

염증매개물질은 기분조절에 관련된 신경회로, 시냅스 가소성, 모

인지율, BMI, 공복혈당, 혈압,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노아민 대사, 신경내분비 기능 등 다수의 경로에 직접 관여하여 우

허리둘레 등이 있었다. PHQ-9 10점 이상인 우울집단은 여자의 비율

울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ytokine의 자극을 받은 말초

이 남자보다 높았다. hs-CRP 평균값은 남녀 모두 우울집단에서 높

면역세포는 인돌아민-2,3-이산화효소(indoleamine-2,3-dioxygenase)를

게 나타나, 우울증과 hs-CRP 상승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용하여 트립토판을 kynurenine 으로 분해하고, 혈중 증가된

(P<0.05). 나이와 성별을 통제한 모형 1과 음주, 흡연을 추가로 통제

kynurenine 은 뇌혈관장벽을 통과하여 뇌세포를 자극한다. Kynure

한 모형 2에서 우울증과 혈중 hs-CRP 상승의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

nine의 자극을 받은 astrocyte에서는 글루타민, 도파민 분비가 감소

었다. 그러나 교육 수준과 스트레스 인지율을 추가 통제한 모형 3에

하며, microglia에서는 NMDA 수용체 활성화 및 지질과산화를 일으

서는 우울증과 hs-CRP 상승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켜 최종적으로 cognitive dysfunction, neurodegeneration을 유도하는

우울증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인체는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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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PHQ-9가 민
감도와 특이도 및 신뢰도가 높은 조사이지만, 자가 기입식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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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단어: 우울증; 고감도-C반응단백(hs-CRP); 한글판 우울증 선
별도구(PHQ-9); 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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