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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60세 이상 노인에서 사구체여과율과 악력의 연관성:
2016–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이햇빛, 최윤선*, 박재영, 김정구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가정의학과

Association between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and Hand-Grip Strength in South
Korean 60 Years of Age or Older: 2016–2018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Hat Bit Lee, Youn Seon Choi*, Jae Young Park, Jung Goo Kim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Korea University Guro Hospital, Seoul, Korea

Background: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eGFR [mL/min per 1.73 m2]) measured
using modification of diet in renal disease equation and hand-grip strength (HGS [kg]) in patients ≥60 years of age in South Korea.
Methods: Our analysis involved 5,165 individuals from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6 to 2018. The participants were
aged ≥60 years, and their HGS and serum creatinine levels were measured. Participants diagnosed with cancer were excluded. The participants were
categorized according to their eGFR: subgroup 1, eGFR≥90; subgroup 2, 60≤eGFR<90; subgroup 3, 45≤eGFR<60; and subgroup 4, eGFR<45. The
participants were also categorized into the stronger and weaker HGS groups based on their average HGS. Data were analyzed using Pearson’s chisquared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 After correcting all confounding variable, decreased kidney function was associated with increasing odd ratios for weak HGS in female
participant (model 3, P for trend=0.043). Additionally, subgroup 4 (eGFR <45 mL/min per 1.73 m2) showed that the odd ratio for weak HSG was
4.496 (95% CI, 1.422–14.211; P for trend=0.043), when compared to subgroup 1 (eGFR ≥90 mL/min per 1.73 m2) and the stronger HGS group in
female participants; however,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male participants.
Conclusion: Among the elderly (≥60 years) in South Korean, female patients with an eGFR <45 mL/min per 1.73 m2 exhibit reduced HGS. Future
research should focus on cla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GFR and HGS.
Keywords: Aged;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Hand-Grip Strength; Sarcopenia

소를 흔히 경험한다.2) 만성신부전과 관련된 병태생리적 변화는 근

서론

감소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근육 자체의 생성을 직접적으로 억제시
신장기능은 보통 연령이 증가함에 감소하며 심혈관질환, 고혈압,

킨다.3) 또한, 만성신부전 환자에서의 대사성산증은 레닌-안지오텐신

당뇨병 등의 여러 만성질환뿐만 아니라 근감소와도 밀접한 관계가

시스템(renin-angiotensin system)을 활성화하며 이는 만성신부전 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임상에서 만성신부전 환자들은 근감

자에서의 골격근의 세포자멸사(apoptosis)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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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5) 근감소증을 가진 만성신부전 환자는 질환의 예후에도 부정적

현재 고혈압 약물을 복용하는 자를 고혈압군에 포함하였다. 당뇨병

인 영향을 미치며 근감소증은 신부전 환자 사망률의 주요한 예측

은 8시간 이상 공복혈당 126 이상 또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았거나,

6-8)

약 복용 또는 인슐린 주사 투여중인 경우 당뇨병군으로 포함하였다.

인자이기도 하다.

노인에서의 악력측정은 근력평가와 근감소를 예측하는 가장 간

이상지질혈증에 대해서는 2018년도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이상지

단하고 유용한 측정 방법이며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삶의

질혈증 치료지침의 한국인의 이상지질혈증 진단기준12)에 따라 8시

질을 평가하는 지표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의 한 연구에서는 노인의

간 이상 공복인 경우에서 총콜레스테롤이 240 mg/dL 이상이거나

악력 감소와 인지기능 감소와의 관련성을 밝혔고 제2형 당뇨병, 심

고밀도콜레스테롤이 40 mg/dL 이하이거나 저밀도콜레스테롤이 160

혈관질환과의 연관성을 밝힌 논문들이 게재되었다. 최근 국내의 한

mg/dL 이상인 경우, 12시간 이상 공복인 경우에서 중성지방이 200

연구에서는 19세 이상 성인의 악력 감소와 만성신부전 사이의 유의

mg/dL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였고 이상지질혈증으로 의사의 진단을

9)

10)

한 관계를 밝힌 논문이 발표된바 있으나 한국 노인의 신장기능과

받았거나 이상지질혈증 약을 복용중인 경우는 모두 이상지질혈증

악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군으로 포함했다. 협심증은 의사진단 여부에 따라 “있음”과 “없음”

2016–2018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60세 이상의

으로 나누었다. 근력운동 여부는 최근 1주일 동안 팔굽혀펴기, 윗몸

노인에서 MDRD (modification of diet in renal disease)을 사용하여 평

일으키기, 아령, 역기, 철봉 등의 근력운동을 2일 이상 실천한 경우

가 사구체여과율과 악력과의 관계를 파악하려 한다.

를 근력운동군으로 분류하였고 체질량지수는 측정한 체중(kg )을
신장의 제곱(m2)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였다. 악력검사는 디지털
악력계(digital grip strength dynamometer, T.K.K 5401; Takei Scientific

방법

Instruments Co., Niigata, Japan)를 사용하였고 양손 교대로 3회씩 총
본 연구는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2016–2018년) 자료를 기반으

6회 측정하여 최대값을 최종 악력 값으로 사용하였다. 악력검사 측

로 한 단면 연구이며 본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 면제 승인을 받아

정 대상자의 경우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2016–2018년) 검진조사

수행하였다(IRB No.: K2020-1022-001).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지침서에 따라 시진 및 문진을 통하여 악력을 측정하기 어려운 기

16,142명 중 만 60세 이상 노인 6,710명을 우선 대상으로 하였다. 이

능상의 제약이 있거나 암진단의 과거력, 최근 3개월 이내 손목 수술

중 혈청 크레아티닌(serum creatinine) 결과가 있는 남녀 중 악력에 영

병력이나 통증 등의 불편감이 조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향을 줄 수 있는 암 병력이 있는 대상 1,545명을 제외하여 남성

제외하였다. 시진 항목은 팔, 손, 엄지손가락의 결손, 엄지손가락 외

2,282명, 여성 2,883명, 총 5,165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다른 손가락의 결손 및 골절, 손의 마비, 손, 손목의 깁스 또는 붕대

건강설문조사와 검진조사를 통해 성별, 나이, 신체계측을 이용한

등 여부를 포함하였고 설문조사 항목은 최근 3개월 이내 손, 손목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교육 정도, 결혼 여부, 가계 소득

수술 병력, 관절염 및 손목터널증후군 수술 병력, 주관적 조사참여

정도, 흡연, 음주, 근력운동, 고혈압 유병 여부, 당뇨병 유병 여부, 이

가능 여부, 최근 7일 이내 손의 통증, 쑤심, 뻣뻣함 경험 또는 악화

상지질혈증 유병 여부, 협심증 유병 여부 등을 조사하였고 이와 관

등으로 구성되어 악력 측정 대상자를 선별하였다.

련된 혈액검사 결과 자료를 사용하였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신장기능평가를 위한 평가 사구체여과율 계산에는 MDRD를 적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고 결혼 여부는 기혼과 미혼으로 소득수준은

용하여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eGFR)=186×(serum crea

하위 25%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흡연 여부는 평생 흡연량이 담배

tinine in mg/dL)-1.154×(Age)-0.203×(0.742 if female, mL/min per 1.73 m2)

5갑 이하인 경우를 포함하여 흡연하지 않는 사람을 비흡연자로, 평

로 계산하였고13) 평가 사구체여과율 범위에 따라 총 4개의 하위그

생 흡연량이 5갑을 초과하고 현재 흡연하지 않는 경우는 과거 흡연

룹으로 분류하였다(subgroup 1=eGFR≥90; subgroup 2=60≤eGFR<90;

자, 현재 흡연하는 경우는 현재 흡연자로 분류하였다. 음주는 남성

subgroup 3=45≤eGFR<60; subgroup 4=eGFR<45). 악력의 경우 2008년

의 경우 1회 7잔 이상, 주 2회 이상 음주 시, 여성의 경우 1회 5잔 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된 노인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남성노인의

상, 주 2회 음주 시 위험음주로 분류하였고 위험음주 이하의 기준

평균 악력 31.1 kg, 여성노인 평균 19.1 kg14)을 기준으로 평균 이하 악

으로 음주하는 경우는 적정음주로 분류하였고 마지막으로 “술을

력그룹(weaker hand-grip strength [HGS] group)과 평균 이상 악력그룹

마셔본 적 없음”을 비음주군으로 분류하였다. 고혈압은 2018년 대한

(stronger HGS group), 총 두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고혈압학회 진료지침에 준거하여 측정 당시 수축기 혈압이 140

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 mmHg 이상으로 정의하였고

11)

138

www.kjfp.or.kr

인구학적 특성 변수(나이, 교육 정도, 결혼 여부, 가계 소득[하위

25%], 체질량지수[BMI], 흡연, 고위험 음주, 고혈압 유병 여부, 당뇨
Korean J Fam Pract. 2022;12(3):137-143

KJFP

이햇빛 외. 한국 60세 이상 노인에서 사구체여과율과 악력의 연관성

유병 여부, 이상지질혈증 유병 여부, 협심증 유병 여부, 사구체여과

Korean Journal of Family Practice

1. 통계 분석

율)를 반영하여 참조 그룹(reference group)을 chronic kidney disease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원시자료를 이

subgroup 1 (eGFR≥90 mL/min per 1.73 m )으로 하여 평균 이하 악력

용하였고 3개년도 자료의 통합 분석 시 조사부문별 기본 가중치, 연

그룹(weaker HGS group)과 평균 이상 악력그룹(stronger HGS group)

관성분석 가중치를 적용하여 제7기(2016–2018년) 통합가중치, 층,

을 비교하였고 특히 eGFR<45 하위그룹의 분포는 평균 이하 악력군

집락을 생성하였고 SPSS Statistics 22 프로그램(IBM Co., Armonk,

이 평균 이상 악력군보다 남녀 모두 유의하게 높은 비율을 보였고

NY, USA)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60세 이상 노인 남녀 평균 이하 악

eGFR≥90군의 비율은 평균 이상 악력그룹이 평균 이하 악력군보다

력그룹(weaker HGS group), 평균 이상 악력그룹(stronger HGS group),

높게 나타났다. 관련 요인의 자세한 수치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두 그룹 간의 비교에는 평가 사구체여과율, 사구체여과율 하위그룹

2

또한, 평균 이하 악력군과(weaker HGS group) 평균 이상 악력군

(eGFR subgroup)과 함께 인구학적 특성변수, 건강행태, 만성질환, 심

(stronger HGS group)에서 평가 사구체여과율에 대한 상관관계를 알

혈관질환, 신체계측을 변수로 하여 카이제곱검정 교차분석을 실시

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고 교차비를 구하였다.

하였다. 또한, 남녀 노인의 평균 이하 악력군(weaker HGS group)과

평균 이상 악력그룹과 subgroup 1: eGFR≥90 (mL/min per 1.73 m2)군

평가 사구체여과율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3가지 Model을 설

을 참조 그룹으로 하였고 평균 이하 악력그룹(weaker HGS group)을

계하였다. 참조군은 평균 이상 악력군(stronger HGS group)으로 설정

종속변수로 가정하고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보정하여 각

하였다. Model 1은 변수를 보정하지 않았고 Model 2는 나이를 보정

Model간 교차비를 산출하였다. 현재 흡연과 위험음주는 두 군간 유

하고 Model 3은 연령, 결혼, 교육수준, 가계 소득수준, 일주일간 근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교차비 도출 모델 보정 변수에서 제외하였

력 운동 횟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협심증, 체질량지수와

다(Table 2).

평가 사구체여과율을 보정하여 교차비(odds ratio, OR)를 산출하였

Table 1. Basic characteristics of elderly subjects according to hand-grip strength groups (age≥60)
Male (n=2,282)
Characteristic

Female (n=2,883)

Weaker HGS group
(n=691)

Stronger HGS group
(n=1,591)

P-value

Weaker HGS group
(n=1,054)

Stronger HGS group
(n=1,829)

72.74±0.33

66.71±0.15

<0.001b

73.60±0.26

67.62±0.18

<0.001b

237 (34.3)

836 (52.6)

<0.001b

121 (11.5)

483 (26.4)

<0.001b

Marital status (married)

681 (98.6)

1,578 (99.2)

0.220

387 (36.7)

851 (46.5)

0.384

Income (the lowest 25%)

223 (32.4)

330 (20.8)

<0.001b

310 (29.4)

437 (23.9)

0.035a

<0.001

<0.001b

Age (y)
Education (high school)

2

BMI (kg/m )

b

P-value

23.08±0.012

24.36±0.07

24.26±0.12

24.59±0.10

Under weight

45 (6.6)

19 (1.2)

59 (5.6)

26 (1.4)

Normal weight

434 (62.9)

836 (52.6)

607 (57.6)

995 (54.4)

Over weight

210 (30.4)

735 (46.2)

388 (36.8)

836 (44.2)

Current smoking

214 (31.1)

442 (27.8)

0.208

493 (46.8)

946 (50.0)

High-risk drinking

158 (22.9)

448 (28.2)

0.116

17 (1.6)

46 (2.5)

0.428

Hypertension

417 (60.4)

867 (54.5)

0.071

702 (66.6)

977 (53.4)

<0.001b

Diabetes mellitus

190 (27.6)

374 (23.5)

0.108

294 (27.9)

359 (19.0)

<0.001b

Dyslipidemia

400 (58.0)

993 (62.4)

0.064

700 (66.4)

1,218 (66.6)

36 (5.3)

97 (6.1)

0.464

7 (4)

66 (3.6)

0.668

117 (17.0)

522 (32.8)

<0.001b

66 (6.3)

260 (14.2)

<0.001b

84.51±0.96

85.41±0.55

0.874

85.35±0.82

88.43±0.60

0.021a
<0.001b

Angina
Strength exercise (≥2 times/wk)
eGFR (mL/min per 1.73 m2)

a

Subgroup 1 (≥90)

254 (36.9)

622 (39.1)

424 (40.2)

799 (43.7)

Subgroup 2 (60 to <90)

371 (53.7)

836 (55.7)

0.015

521 (49.4)

904 (49.4)

Subgroup 3 (45 to <60)

50 (7.3)

65 (4.1)

76 (7.2)

66 (3.6)

Subgroup 4 (<45)

14 (2.1)

18 (1.1)

34 (3.2)

22 (1.2)

0.738

0.91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for continuous variables or number (%) for categorical variables.
Diabetes mellitus: fasting blood glucose (>8 h) ≥126 or diagnosis and current usage of drug or insulin injection, High-risk drinking: drinking more than twice a week and
at least 7 cups at a time in males and at least 5 cups at a time in females, Hypertension: current usage of antihypertensive drug or ≥140 mmHg systolic blood pressure,
or ≥90 mmHg diastolic blood pressure, Dyslipidemia: diagnosis and current usage of drug, or total cholesterol ≥240, or triglyceride ≥200, or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40, or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160.
eGFR,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HGS, hand-grip strength; BMI, body mass index.
P-value by independent t-test for continuous variables and by χ2-test for categorical variable.
a
P<0.05, b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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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djusted OR (95% CI) for weaker hand-grip strength group by eGFR (mL/min per 1.73 m2) subgroup
Male
Model

eGFR
subgroup

Model 1

1

Model 2

Lower

Upper

P-value
P

For trend

OR

0.011a

Reference

95% CI
Lower

P-value

Upper

P

1.021

0.880

1.302

0.870

1.137

0.957

1.350

0.143

3

1.875a

1.158

3.036

0.011a

2.278b

1.569

3.307

0.000b

4

2.126

0.981

4.604

0.056

3.164b

1.658

6.038

0.001b

0.900

0.003a

1

Reference
0.689

0.526

0.55
0.902

0.016a

Reference

0.007

0.740a

0.609

3

0.698

0.397

1.226

0.210

0.894

0.566

1.411

0.629

4

0.810

0.383

1.715

0.581

1.189

0.591

2.394

0.626

1.560

0.605

1
2

Reference
1.027

0.633

0.207
1.668

0.913

0.043a

Reference
1.097

0.771

For trend
<0.001b

Reference

2

2

Model 3

OR

Female

95% CI

3

1.872

0.573

4.556

0.167

1.570

0.722

3.413

0.254

4

2.504

0.507

8.322

0.312

4.496a

1.422

14.211

0.011a

eGFR (mL/min per 1.73 m2) subgroup 1: eGFR≥90; subgroup 2: 60≤eGFR<90; subgroup 3: 45≤eGFR<60; subgroup 4: eGFR<45. Model 1: unadjusted. Model 2: adjusted for age. Model 3: adjusted for age, marital status (married), education (high school), Income (the lowest 25%), strength exercise (≥2 times/wk), body mass index,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dyslipidemia, angina, and eGFR (mL/min per 1.73 m2).
eGFR,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a
P<0.05, bP<0.01.

다. 각 Model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신뢰구간(95%

per 1.73 m2) 표준오차 0.82로 유의미하게 평균 이상 악력군보다 유

confidence interval, 95% CI)을 계산하였고 매 분석 시 양측검정을 적

의하게 낮았고 남성에서는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하위 평가 사구체

용하여 통계적 유의수준 P-value<0.05로 정의하였다.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남녀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1).

결과

2. 평가 사구체여과율 그룹 간 남녀 평균 악력비교

평가 사구체여과율 하위그룹에 따라 신뢰구간 95%, 표준오차
1.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P-value Male=0.015, Female≤0.01)를 포함하여 남녀의 평균 악력을 구

연구 전체 대상자는 총 5,165명이었고 남성이 2,282명, 여성이

하였고 하위그룹 1 (eGFR≥90 mL/min per 1.73 m2)의 경우 남성

2,883명이었다. 남성 중에 평균 이하 악력그룹(weaker HGS group)은

35.283 kg, 여성 20.772 kg, 하위그룹 2 (60≤eGFR<90 mL/min per 1.73

대상자 남성의 약 30%인 691명, 평균 이상 악력그룹(stronger HGS

m2)의 경우 남성 35.416 kg, 여성 20.674 kg, 하위그룹 3 (45≤eGFR<60

group)은 대상자 남성의 약70%인 1,591명이었고 여성 중에 평균 이

mL/min per 1.73 m2), 하위그룹 4 (eGFR<45 mL/min per 1.73 m2)는

하 악력그룹은 대상자 여성의 약 37%인 1,054명, 평균 이상 악력그

각각 남성 32.643 kg, 31.444 kg, 여성 18.454 kg, 17.442 kg으로 나타

룹은 대상자 여성의 약 63%인 1,829명이었다. 인구학적 특성 변수에

났다. 평가 사구체여과율 하위그룹 1, 2 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서는 남녀 모두 평균 이하 악력그룹군에서 유의하게 연령이 높았고

평가 사구체여과율 60 (mL/min per 1.73 m2) 이하 구간에서부터 악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은 평균 이하 악력그룹에서 유의하게 낮

력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Figure 1).

은 비율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25%의 분포는 평균 이하 악력군에
서 평균 이상 악력군과 비교했을 때 높게 나타났다. 체질량지수는

3. 악력과 평가 사구체여과율(eGFR)과의 교차비

남녀 모두에서 평균 이상 악력군보다 평균 이하 악력군의 평균 체질

평균 이하 악력군과 평균 이상 악력군에서 평가 사구체여과율에

량지수가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고 저체중의 비율도 높게 나타났

대한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각각의 변수를 보정하여 다음과 같

다. 건강행태부문에서는 주 2회 이상 근력운동 횟수는 평균 이하

은 연구 모델을 세웠다. 변수를 보정하지 않은 로지스틱 회귀모형

악력군에서 평균 이상 악력군보다 낮게 나타났다. 만성질환 중에서

Model 1 결과는 남성에서 subgroup 3 (45≤eGFR<60 mL/min per 1.73

는 여성에서만 고혈압, 당뇨병이 평균 이하 악력그룹에서 높은 유병

m2)군에서 교차비 1.875 (95% CI, 1.158–3.036; P for trend=0.011)로 유

률을 보였고 남성에서는 두 군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평가 사구

의하였고 나머지 그룹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여성에서는 subgroup

체여과율 평균값은 여성에서는 평균 이하 악력군이 85.35 (mL/min

3 (45≤eGFR<60 mL/min per 1.73 m2)군에서 교차비 2.278 (95%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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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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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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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

Subgroup1
eGFR >90

Subgroup2
Subgroup3
60< eGFR <90 45< eGFR <60

Subgroup4
eGFR <45

P-value

Male

35.283

35.416

32.643

31.444

0.015

Frmale

20.772

20.674

18.454

17.442

<0.001

Figure 1. Mean hand-grip strength by
eGFR subgroups.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error.
eGFR,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mL/min per 1.73 m2).

1.569–3.307; P for trend=0.000), subgroup 4 (eGFR<45 mL/min per 1.73

왔고 2021년 Journal of Nephrology 에 발표된 Sabatino 등15)의 만성신

m2)군에서 교차비 3.164 (95% CI, 1.658–6.038; P for trend=0.000)로

부전환자의 근감소증연구에 따르면 노화관련 근감소증과는 달리

유의하였다. 나이를 보정한 Model 2에서는 남성에서 유의한 상관관

신부전 환자관련 2차 근감소증의 경우단백질 감소(protein degradation)

계가 없었고 여성에서는 subgroup 2 (60≤eGFR<90 mL/min per 1.73

가 증가되어 있다는 것을 밝혔다. 만성신부전 환자의 단백질 감소의

m2)군에서만 교차비 0.740 (95% CI, 0.609–0.900; P for trend=0.016)로

원인으로는 질병 그 자체, 투석 과정에서 발생되는 아미노산의 전구

유의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다른 모든 변인들을 보정한 Model 3

물질의 유실, 만성적인 염증상태 등이 만성신부전 환자의 단백질

는 여성 subgroup 4 (eGFR<45 mL/min per 1.73 m2)군에서 평균 이상

생성을 감소시키고 음의 단백질 균형을 일으킨다.16-18) 또한, 대사성

악력그룹군, subgroup 1 (eGFR≥90 mL/min per 1.73 m2)군을 참조군

산증, 인슐린 저항성과 비타민 D 결핍 역시 단백질 이화작용을 촉

으로 하였을 때 4.496 (95% CI, 1.422–14.211; P for trend=0.043)의 교

진하고 단백질 생성을 억제시키며 특히 대사성산증의 경우 caspase-3

차비를 보였다.

와 ubiquitin-proteasome systems를 통한 세포 내 단백질 감소를 일으
킨다고 알려져 있다.19,20) 이외에도 testosterone, insulin growth factor
(IGF-1), growth hormone (GH) 등의 호르몬의 전구체가 되는 아미노

고찰

산들이 투석으로 인해 소실되고 이러한 호르몬 감소가 근감소증으
본 연구는 2016–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60세 이상

로 이어지기도 한다.21)

한국노인에서 평가 사구체여과율과 악력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본 연구의 경우 60세 이상 여성 subgroup 4 (eGFR<45 mL/min per

자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60세 이상의 노인에서 평균 이상 악력군

1.73 m2)군에서만 악력저하의 위험성을 유의하게 밝혔다. 신기능이

과 subgroup 1 (eGFR≥90 mL/min per 1.73 m2)을 참조군으로 하여 관

감소된 60세 이상 노인에서 근감소를 일으키는 원인은 남녀간 다양

련 변수들을 모두 보정하였을 때 남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

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측해 보자면 고혈압

관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여성에서는 신기능이 감소할수록 악력저하

당뇨 합병증을 동반한 신기능 저하의 환자의 경우 대사성산증과 인

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Model 3, P for trend=0.043). 또

슐린저항성의 위험도가 더 높고 그렇지 않은 신기능 저하 환자보다

한, subgroup 4 (eGFR<45 mL/min per 1.73 m )군에서 교차비 4.496

2차적인 단백질 감소(protein degradation)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이

(95% CI, 1.422–14.211; P for trend value=0.043)로 유의하게 나타나 평

와 연관하여 본 연구의 교차분석(Table 1)을 해석해보자면 60세 이

균 이상 악력군과 eGFR≥90 (mL/min per 1.73 m )군 대비 악력저하

상 노인 여성에서만 고혈압, 당뇨병이 평균 이상 악력군과 평균 이하

의 위험이 4배 이상임을 보여주었다. 이는 남성보다 eGFR<45 (mL/

악력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는 점에서 여성에서만 subgroup 4

min per 1.73 m )의 신기능 저하 여성에서 평가 사구체여과율이 악

(eGFR<45 mL/min per 1.73 m2)군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교차비

력저하에 중요한 위험요인임을 나타낸다.

값을 도출한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겠다. 또한, 노인의 악력 저하에

2

2

2

단순 노화로 인한 근감소증과는 다른 만성신부전환자에게서 일

영향을 주는 우울증, 인지기능 저하22,23) 등의 신경정신과적 변수를

어나는 2차적 근감소증의 기전을 밝히기 위한 여러 연구들이 있어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진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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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Cheung 등24)의 50세 이상 홍콩인을 대상으로 한 악력저하와

요약

만성질환 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연구에서 관련 변수(연령, 체질
량지수, 교육수준, 흡연력, 결혼 여부, 다른 만성질환 동반 여부, 만

연구배경: 신장기능은 연령이 증가함에 감소하며 심혈관질환, 고혈

성폐쇄성폐질환)를 보정하였을 때 남성에서만 eGFR<60 (mL/min

압, 당뇨병 등의 여러 만성질환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per 1.73 m )군이 악력저하와 상관관계가 있었고 2020년 국내의 연

노인에서의 만성신부전은 근감소증의 유병률을 증가시키며 일상 생

구에서 19세 이상의 성인에서 악력과 신부전과의 상관관계를 알아

활 수행능력 및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 고혈압, 당뇨병, 비만을 보정 하였을 때

본 연구는 60세 이상 노인에서 평균 이하 악력군과 평균 이상 악력

2

eGFR<60 (mL/min per 1.73 m )군의 남성에서만 교차비 1.910로 악력

군의 평가 사구체여과율과 악력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10)

저하의 위험요인임을 보였다. 이는 대상군의 설정, 독립변수 설정

방법: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하였으며,

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악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이라 추

만 60세 이상 노인 6,710명 중 혈청 크레아티닌(serum creatinine) 결과

측해 볼 수 있다.

가 있는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고 그 중 악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2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국민건강영양

암 병력이 있는 대상을 제외하여 총 5,165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

조사를 바탕으로 한 단면 조사로, 대상군의 변수간 관련성을 알 수

다. 복합표본분석 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남녀의 평균

있지만 평가 사구체여과율과 악력감소의 선후 관계나 인과관계를

이하 악력군과 평균 이상 악력군간 차이를 조사하였고 평가 사구체

규명할 수는 없다. 둘째, 악력에서 노쇠평가의 다양한 기준이 존재

여과율과 악력저하간의 교차비를 분석하였다.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악력저하의 기준으로 2008년 보건복지부에

결과: 남녀 모두 45≤eGFR<60 (mL/min per 1.73 m2)군에서 악력저하

서 실시된 노인실태조사결과를 참조하여 악력 평균값을 이용하였

와 평가 사구체여과율과의 연관성이 있었다(남성[OR] 1.875, 95% CI

다. 셋째, 악력검사의 경우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2016–2018년) 검

1.158–3.036; 여성[OR] 2.278, 95% CI 1.569–3.307). 교란변수를 모두

진조사 지침서에 따라 시진 및 문진을 통하여 악력을 측정하기 어

보정하고 난 후 여성에서만 신기능이 감소할수록 낮은 악력에 대한

려운 기능상의 제약이나 관절염 및 손목터널 증후군 수술병력 등을

교차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P for trend=0.043), 특히 subgroup

반영하여 대상자를 선별하였으나 노인 악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4 (eGFR<45 mL/min per 1.73 m2)군에서는 평균 이상 악력그룹군,

뇌혈관질환, 근골격계 질환, 우울증, 인지기능 저하의 변수24)를 배제

subgroup 1 (eGFR≥90 mL/min per 1.73 m2)군 대비 낮은 악력에 대한

또는 통계적 보정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넷째, 노인에서의 간질환,

교차비가 4.496 (95% CI, 1.422–14.211; P for trend=0.043)으로 통계적

영양결핍 등의 요소를 반영하기 위해 serum albumin을 보정하여 정

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

확한 평가 사구체여과율을 계산할 수 있었으나 데이터의 부재로 반

결론: 60세 이상 한국 여성노인 eGFR<45 (mL/min per 1.73 m2)군에

영하지 못하였다.

서 평가 사구체여과율은 악력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향후 노

본 연구의 장점으로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60세 이상 인구의 대

인의 신장기능 감소로 인한 악력감소와 이에 따른 기능저하를 미리

규모 층화 자료를 바탕으로 노인에서 평가 사구체여과율과 악력감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노인에

소와의 관계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60세 이상

서의 간질환, 영양결핍 등의 요소 등을 충분히 반영한 사구체여과

노인을 대상으로 인구학적 특성변수, 건강행태, 만성질환, 심혈관질

율 계산식의 연구가 필요하겠다.

환, 신체계측, 사구체여과율 하위그룹의 변수를 충실히 반영하여
진행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60세 이상 노인 여성에게 평가

중심단어: 노인; 평가 사구체여과율; 악력; 근감소증

사구체여과율 eGFR<45 (mL/min per 1.73 m )에서 악력저하 위험이
2

높다는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향후 이번 연구의 제한점을 보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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