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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여자에서 대사증후군과 만성 신질환과의 관계 원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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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Metabolic syndrome (MetS), characterized by abdominal obesity, hypertriglyceridemia, low high-

density lipoprotein (HDL) cholesterol, high blood pressure, and high fasting glucose level, is a common risk factor for 

cardiovascular diseases and associated complications. We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tabolic syndrome 

and risk of chronic kidney disease (CKD) in Korean women. 

Methods: We used data from 10,170 women, aged 30-89 years, who had visited a health examination center at a tertiary 

care hospital in 2006. The data were studied cross-sectionally. MetS was identified using the modified criteria of the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Adult Treatment Panel III (NCEP-ATP III). CKD was defined as an estimated GFR < 60 ml/

min per 1.73 m2. The multivariable-adjusted (adjustment for age, education, body mass index (BMI), alcohol drinking, 

smoking,  previous coronary heart disease,  menopauses and physical inactivity) odds ratio of CKD (95% CI) associated 

with each component of the metabolic syndrome was calculated using the logistic regression  models.

Results: A total of 1,039 participants have MetS. The multivariable-adjusted odds  ratios (OR) of CKD in participants with 

MetS, hypertriglyceridemia and high blood pressure compared with participants without such factors were 2.68 (95% CI, 

1.77-4.06), 1.96 (95% CI, 1.34-2.88), and 2.00 (95% CI, 1.38-2.89). Compared with the participants with no MetS traits, 

those with one, two, equal to or more than three traits of MetS had OR of CKD of 1.24 (95% CI, 0.75-2.06), 1.56 (95% CI, 

0.89-2.75), and 2.18 (95% CI, 1.21-3.93), respectively.

Conclusion: We found that Korean women with MetS had an increased risk for developing CKD. Finally, earlier identi-

fication and management of MetS might improve patient health and prevent progression of CK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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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대사증후군은 복부 비만, 높은 중성지방, 낮은 HDL-콜레

스테롤, 높은 혈압, 높은 혈당을 특징으로 한다.1) 대사증후군

은 당뇨와 심혈관 질환의 발생을 높이며,2) 심혈관 질환과 그와 

관련된 사망률도 높인다.3,4) 최근 연구에서 대사증후군이 신사

구체 손상의 조기 지표인 미세 단백뇨를 증가시킨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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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고,5-9) 9년간 이루어진 전향적 연구 결과, 당뇨병이 없

는 미국 성인에서 대사증후군은 만성 신질환의 위험을 높인

다고 밝혀졌다.10)

국내에서는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20대 이상 성인의 15-

25%에 다다르고 있다.11,12) 특히 2001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성인 여자에서 

23.9%이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성에서 남성보다 그 유병률

이 높아12) 그로 인한 합병증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대사 증후군과 만성 신질환

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

해 대사증후군에 따른 만성 신질환의 위험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1. 연구 대상  
서울아산병원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하여 2006년 1월부

터 2006년 12월까지 건강 검진을 받은 30세에서 89세의 여성 

13,834명으로의 자료를 토대로 단면 연구를 시행하였다. 나이, 

교육 수준, 음주력, 흡연력, 관상 동맥 질환 유무, 운동 여부, 당

뇨병력, 고혈압병력, 폐경 여부는 기본 설문과 기초 건강 자료

에서 얻었다. 흡연, 운동, 음주, 교육 수준, 폐경 여부 등 기본 설

문에서 무응답(3,664명)인 경우는 연구 대상 수에서 제외하였

다. 최종 연구 참여 인원은 10,170명이었다.

 

2. 신체계측 및 대사지표 측정
신체계측 및 대사지표는 건강 검진 센터 자료를 이용하였

다. 신체계측은 피조사자의 겉옷을 탈의한 후 가운을 입은 채

로 국제 공인된 신체계측장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혈압 

검사 시에는 1차 혈압측정 후 5분간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2차 

혈압을 측정하였다. 혈액 검사는 전날 최소한 8시간이상 금식

한 후 채혈하였고 공복시간을 확인한 후 채혈을 실시하였다. 

공복시 혈당, 총 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의 

측정은 HITACHI 747 Automatic analyzer (HITACHI Ltd, Japan)

로 측정하였다.

3. 대사증후군의 정의
대사 증후군(metabolic syndrome)은 미국의 국립 콜레스테

롤 교육 프로그램 위원회의 제3차보고서(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Adult Treatment Panel III, NCEP ATP III)의 

수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사증후군으로 정의하였다.13) 단, 

복부 비만의 경우 한국인에게 적합한 기준인 여자에서 85 cm 

이상일 때로 정의하였고,14)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을 만족할 때 

대사증후군이라고 정의하였다.

⑴  복부 비만: 허리둘레 85 cm 이상, 

⑵  높은 중성지방: 혈청 중성지방 150 mg/dl 이상,

⑶  낮은 HDL-콜레스테롤: 혈청 HDL-콜레스테롤 50 

mg/dl 미만, 

⑷  높은 혈압: 수축기 / 이완기 혈압이 130 / 85 mmHg 이

상 또는 약물 복용 중, 

⑸  높은 혈당: 공복혈당 100 mg/dl 이상 또는 이전 제 2형 

당뇨를 진단받은 경우

4. 만성신질환의 지표
신장 기능 측정에 사용된 측정된 사구체 여과율(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eGFR)은 MDRD 방정식15)을 이용하

여 구하였다: 측정된 사구체 여과율(estimated GFR)=186.3 × 

(serum creatinine in mg/dl)1.154 × age0.203 × (0.742 for women) × 

(1.212 if African American). 미국 국립 신장 재단의 가이드라인

(US National Kidney Foundation guidelines)에 따라 만성 신질

환(chronic kidney disease, CKD)은 측정된 사구체 여과율(esti-

mated glomerular �ltration rate, eGFR) < 60 ml/min per 1.73 m2로 

정의하였다.16)

5. 통계 분석 방법
연속변수는 평균 ± 표준편차로, 범주형변수는 빈도수와 

백분율로 제시하였고, 만성 신질환 유무집단간의 차이는 t검

정과 카이제곱 검정으로 비교하였다. 다변량 모델을 통해 대

사증후군과 만성 신질환 사이에서 혼란변수로 작용할 수 있

는 변수인 연령, 교육 수준, 체질량 지수, 음주력, 흡연력, 과거

력 상 관상 동맥 질환, 폐경 유무 그리고 운동 여부를 보정하여 

위험도를 산출하였다. 또한 각각의 대사위험인자에 따른 만

성 신질환의 교차비를 구하였으며, 대사 위험인자 개수에 따

른 교차비에 대해 경향분석을 시행하였다. 유의수준은 P<0.05 

로 하였으며 통계 프로그램은 SPSS for Windows ver. 12.0을 사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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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성 신질환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측정된 사구체 여과율로 정의된 만성 신질환이 있는 경우, 

만성 신질환이 없는 경우 두 군으로 나누어 특성을 살펴보았

다. 만성 신질환이 있는 경우 대사증후군의 빈도가 38.9%로 나

타나 만성 신질환이 없는 경우 9.8%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

타났다. 만성 신질환이 있는 경우 연령, 체질량 지수, 복부 둘

레, 공복 혈당, 총 콜레스테롤, 중성 지방, LDL 콜레스테롤 수

치, 과거력 상 관상 동맥 질환, 당뇨병력, 고혈압병력 및 폐경의 

빈도가 만성 신질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

났다(표 2). 

3. 대사증후군에 따른 만성 신질환의 위험도 
표 3은 대사증후군의 유무에 따른 만성 신질환의 위험도

와 대사위험인자의 유무에 따른 각각의 교차비를 나타내었

다. 단변량 분석에서 대사위험인자 측면에서 복부 비만, 높은 

중성지방, 낮은 HDL-콜레스테롤, 높은 혈압, 높은 혈당인 대

사위험인자가 있는 군에서 만성 신질환의 교차비가 모두 높

게 나타났다(P<0.05). 다변량 분석시 대사증후군이 있는 경우, 

높은 중성 지방, 높은 혈압을 가진 군에서 그렇지 않은 군에 비

해 만성 신질환의 교차비가 2.68 (95% CI, 1.77-4.06), 1.96 (95% 

CI, 1.34-2.88), 2.00 (95% CI, 1.38-2.89)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

타났다(P<0.05).

   

4. 대사위험인자 수에 따른 만성 신질환의 위험도 
대사위험인자 수에 따른 만성 신질환의 교차비를 구하였

는데 그림 1은 대사위험인자 1개, 2개, 3개 이상으로 군을 나

누어 교차비를 구하여 선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위험인자

가 없는 경우에 비해 위험인자의 수가 1개, 2개, 3개 이상으로 

많아질수록 1.24 (95% CI, 0.75-2.06), 1.56 (95% CI, 0.89-2.75), 

2.18 (95% CI, 1.21-3.93)로 만성 신질환의 교차비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P<0.05)(그림 1). 다변량 분석시 대사

위험인자가 1개 이상, 2개 이상, 3개 이상인 경우, 위험인자가 

없는 경우에 비해 위험도가 각각 1.96 (95% CI, 1.18-3.26), 1.96 

(95% CI, 1.32-2.92), 2.68 (95% CI, 1.77-4.06)로 나타났다(표 4).

고찰

본 연구는 성인 여자에서 대사증후군에 따른 만성 신질환

의 위험도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대사증후군에 따른 만성 신

질환의 위험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대사

Table 1.  Basic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Characteristic N=10,170

Age (y) 48.5 ± 9.7

Education ≥ 12 y (%) 91.0 (9259)

Current alcohol use (%) 11.8 (1199)

Current tobacco use (%)  9.5 (969)

Previous coronary heart disease (%) 1.7 (168)

Regular physical activity (%) 67.3 (6847)

Menopause state (%) 46.3 (4713)

Previous DM (%) 3.6 (370)

Previous HTN (%) 13.0 (1322)

BMI (kg/m2) 22.9 ± 2.9

Waist circumference (cm) 74.9 ± 7.7

Systolic BP (mmHg) 118.1 ± 15.3

Diastolic BP (mmHg) 74.4 ± 9.3

Fasting glucose (mg/dl) 94.3 ± 16.9

Cholesterol (mg/dl) 189.8 ± 34.6

Triglycerides (mg/dl) 103.9 ± 65.1

HDL-cholesterol (mg/dl) 62.5 ± 14.3

LDL-cholesterol (mg/dl) 119.8 ± 30.7

eGFR (ml/min per 1.73 m2 ) 83.23 ± 8.61

Values are mean ± SD or percentage (number).
DM: diabetes mellitus, HTN: hypertension, BP: blood 
pressure, eGFR: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결과

1. 인구 사회학적 특성 
연구 자료의 기본적인 특성은 표 1에 나타내었다. 평균 연

령은 48.5세였으며, 체질량 지수는 평균 22.9 kg/m2였다. 주 1회 

이상 음주자의 비율은 11.8%였고, 현재 흡연자의 비율은 9.5% 

였으며, 일정한 운동을 하는 경우는 67.3%이었다. 폐경한 여성

의 비율은 46.3%였고, 과거력 상 관상동맥질환, 당뇨, 고혈압 

질환이 있는 경우가 각각 1.7%, 3.6%, 13.0%로 보였다. 측정된 

사구체 여과율(estimated glomerular �ltration rate, eGFR)은 평균 

82.23 ml/min per 1.73 m2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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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inical characteristics between those with and without CKD among the subjects.

Characteristic
CKD (-)

(n=10,038)
CKD (+)  
(n=132) 

P-value*

Age (y) 48.4 ± 9.6 60.2 ± 11.4 < 0.001

Education ≥ 12 y (%) 9145 (91.1) 114 (87.0) 0.121

Current alcohol use (%) 1188 (11.8) 11 (8.4) 0.275

Current tobacco use (%) 956 (9.5) 13 (9.9) 0.881

Previous coronary heart disease (%) 160 (1.6) 8 (6.1) 0.001

Regular physical activity (%) 6759 (67.3) 88 (67.2) 0.003

Menopause state (%) 4608 (45.9) 105 (80.2) < 0.001

Previous DM (%) 349 (3.5) 21 (16.0) < 0.001

Previous HTN (%) 1260 (12.6) 62 (47.3) < 0.001

BMI (kg/m2) 22.8 ± 2.9 24.4 ± 3.1 < 0.001

Waist circumference (cm) 74.9 ± 7.7 80.2 ± 9.0 < 0.001

Systolic BP (mmHg) 118.1 ± 15.3 119.6 ± 14.8 0.270

Diastolic BP (mmHg) 74.4 ± 9.3 75.5 ± 9.1 0.189

Fasting glucose (mg/dl) 94.1 ± 16.4 105.6 ± 36.2 < 0.001

Cholesterol (mg/dl) 189.6 ± 34.5 202.2 ± 38.4 < 0.001

Triglycerides (mg/dl) 103.3 ± 64.5 147.0 ± 88.0 < 0.001

HDL-cholesterol (mg/dl) 62.5 ± 14.3 60.1 ± 16.4 0.050

LDL-cholesterol (mg/dl) 119.7 ± 30.7 128.3 ± 33.0 < 0.001

Metabolic syndrome (%) 988 (9.8) 51 (38.9) < 0.001

*Values are mean ± SD or percentage (number). t-test or chi-square test.
CKD: chronic kidney disease, DM: diabetes mellitus, HTN: hypertension, BP: blood pressure. 

위험인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만성 신질환의 위험도가 증

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대사증후군과 만성 신질환의 위험과의 관계를 본 연구5,10,17,18)

에서 대사증후군에 따른 만성 신질환의 위험은 2.6배로 높다

는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면적 연구가 있었다. Tanaga 

등17)의 연구에서 일본 오키나와현의 3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

으로 대사증후군에 따른 만성 신질환의 위험도가 1.54배로 나

타났으며, Chen 등18)의 연구자들은 대사증후군에 따른 만성 

신질환의 위험도가 1.64배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미국에서 만성 신질환의 흔한 원인은 당뇨와 고혈압16,19)이

고 우리나라도 만성 신질환으로 인한 ESRD (end-stage of renal 

disease)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이 당뇨와 고혈압으로 알

려져 있고20) 여러 역학 연구에서 당뇨와 고혈압은 만성 신질

환의 주요 원인임이 됨은 이미 밝혀진 바이다.21-24) 본 연구에서

도 높은 혈압(≥135/85 mmHg)은 만성 신질환의 위험도를 증

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높은 혈당에 대해서는 단

변량 분석시에는 유의성이 나타났지만 다변량 분석시에는 유

의성이 사라져 여러 혼란변수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

성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또한 높은 혈당의 분별점에 따라 유

의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기준을 공

복혈당 100 mg/dl으로 정하였는데 110 mg/dl으로 정하여 분석

하여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높은 중성 지방이 만성 신질환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메타분석을 통해 이상지

질혈증이 만성 신질환으로의 진행에 관여하는 주요 위험 인

자인데 특히 높은 중성 지방과 낮은 HDL-콜레스테롤이 영향

을 끼치며, 스타틴의 사용으로 만성 신질환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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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Odds ratio for CKD by presence or absence of the metabolic syndrome and individual components.

Frequency of 
CKD (%)

OR (95% CI) for CKD,                       
eGFR < 60 ml/min per 1.73 m2

(-) (+) Unadjusted Age-adjusted
Multivariable

adjusted

Metabolic syndrome 0.9 4.9 5.84
(4.09 to 8.35)

2.88
(1.95 to 4.24)

2.68
(1.77 to 4.06)

Abdominal obesity* 1.0 3.2 3.15
(2.15 to 4.64)

1.38
(0.91 to 2.10)

1.07
(0.65 to 1.75)

Hypertriglycerides† 1.0 3.1 3.34
(2.33 to 4.79)

2.11
(1.45 to 3.07)

1.96
(1.34 to 2.88)

Low HDL-cholesterol‡ 1.1 2.1 1.94
(1.33 to 2.82)

1.48
(1.00 to 2.18)

1.40
(0.94 to 2.07)

High blood pressure§ 0.8 2.3 3.08
(2.17 to 4.38)

2.10
(1.46 to 3.02)

2.00
(1.38 to 2.89)

Impaired fasting glucose∥ 1.0 2.4 2.49
(1.75 to 3.54)

1.37
(0.95 to 1.99)

1.29
(0.89 to 1.88)

Multivariable models adjusted for age, education, BMI, alcohol and tobacco use, coronary heart disease, menopause state, 
diabetes mellitus, hypertension and physical activity. 
CKD: chronic kidney disease,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eGFR: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Abdominal obesity; Waist circumference ≥ 85 cm in women, †Serum triglyceride ≥ 150 mg/dl, ‡Serum HDL cholesterol 
< 40 mg/dl in men or < 50 mg/dl in women, §Systolic blood pressure ≥ 130 mmHg and/or diastolic blood pressure ≥ 85 
mmHg and/or use of antihypertensive medication, ∥Fasting glucose level ≥ 100 mg/dl or use of insulin or hypoglycemic 
medication.

Figure 1.  Odds ratio for CKD according to number of 

components (0, 1, 2, ≥3) of the metabolic syndrome. Com-

pared with participants with no metabolic syndrome traits, 

those with one, two, equal to or more than three traits of 

metabolic syndrome had OR of CKD of 1.24 (95% CI, 0.75-

2.06), 1.56 (95% CI, 0.89-2.75), and 2.18 (95% CI, 1.21-3.93), 

respectively.

CKD: chronic kidney disease,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대사증후군의 진단에 대해 단체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

고 있어 대사증후군의 정의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대사증후군의 항목 중 복부비만

에 대해서는 각 나라별로 민족적 특성을 고려한 기준이 적용

되고 있는 추세이다. 여자의 경우 미국은 허리 둘레 88 cm, 유

럽과 중국 및 남아시아는 80 cm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여

자 90 cm를 제시하고 있다.1)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에게 대사

위험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적절한 허리 둘레로 제시된 85 cm 이

상의 기준을 적용하였다.11) 본 연구에서는 85 cm 이상의 복부

비만에서 만성 신질환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이 또한 분별점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

며 최근 일부 연구에서 복부비만이 만성 신질환의 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5) 향후 분별점에 따라 위험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사구체 여과율을 직접 구한 것이 아니라 본 

연구는 MDRD 공식을 이용하여 구한 측정된 사구체 여과율

로 만성 신질환을 정의하였다. MDRD 공식은 서구인들을 대

상으로 개발된 것으로 아시아인에게 적용시 과대 또는 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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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Odds ratio for CKD according to number of components (0, ≥ 1, ≥ 2, ≥ 3) of the metabolic syndrome.

No Unadjusted OR
Age-adjusted
OR (95% CI)

Multivariable-adjusted
OR (95% CI)

0 (n=4,468) 1.00 (Referent) 1.00 (Referent) 1.00 (Referent)

≥ 1 (n=3,426) 3.86 (2.40 to 6.23) 2.15 (1.30 to 3.54) 1.96 (1.18 to 3.26)

≥ 2 (n=1,426) 4.05 (2.85 to 5.75) 2.13 (1.46 to 3.11) 1.96 (1.32 to 2.92)

≥ 3 (n=815) 5.84 (4.09 to 8.35) 2.88 (1.95 to 4.24) 2.68 (1.77 to 4.06)

Multivariable models adjusted for age, education, BMI, alcohol and tobacco use, coronary heart disease, menopause state 
and physical activity. 
CKD: chronic kidney disease,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측정으로 오류를 범할 수 있지만 기존의 연구에서 대사증후

군과 혈중 크레아티닌 증가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

으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임상 연구에서 신장 

기능 평가에는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와 MDRD 공식으로 구

한 측정된 사구체 여과율을 널리 사용한다는 이유로 이 지표

로 만성 신질환을 정의할 수 있겠다. 혈압이 높지 않은 제 2형 

당뇨병 환자에서 대사증후군에 대한 만성 신질환의 지표로 

사구체 여과율 보다는 미세단백뇨가 더욱 예민하다고 한 연

구가 있는데30) 연구 대상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  대사증후군  뿐만  아니라  염증지표의  하나인 

C-reactive protein (CRP)가 만성 신질환의 독립적인 위험인자

로 작용하여, 대사증후군이 있으면서 높은 CRP를 보이는 경

우 대사증후군이 있지만 낮은 CRP를 보이는 경우에 비해 만

성 신질환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다.31) 

본 연구에서는 염증지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추후 이에 대하여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본 연

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로 일반 건강 검진을 대상으로 행한 

단면 연구로서 원인-결과 관계를 추론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본 연구의 자료가 서울 아산 병원 검진 센터를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얻은 것으로 연구의 결과가 한국 일

반 성인 여자를 대표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대사증후군은 측정된 사구체 여과율의 감소

를 가져와 만성 신장 질환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증가

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사증후군의 관리와 치료가 만성 신질

환의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

연구배경: 대사증후군은 복부 비만, 높은 중성지방, 낮은 

HDL-콜레스테롤, 높은 혈압, 높은 혈당을 특징으로 하며 관

련 합병증을 발생시킨다. 본 연구는 성인 여성에서 대사증후

군과 만성 신질환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아산병원 검진센터를 방

문한 30세에서 89세의 여성 10,170명으로의 자료를 토대로 단

면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사증후군의 정의는 미국 국립 콜레

스테롤 교육 프로그램 위원회, 제3차보고서(NCEP ATP III)의 

기준을 이용하였고, 허리둘레는 85 cm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

고 만성 신질환의 정의는 사구체 여과율<60 ml/min per 1.73 m2

로 정의하였다. 연령, 교육 수준, 체질량 지수, 음주력, 흡연력, 

관상 동맥 질환, 폐경, 운동 여부를 보정하여 교차비와 95% 신

뢰구간을 구하였다. 

결과: 최종 연구 대상 10,170명 중 1,039명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되었다. 대사증후군, 높은 중성지방, 높은 혈압을 나타낸 

군에서 만성 신질환의 교차비가 2.68 (1.77-4.06), 1.96 (1.34-

2.88), 2.00 (1.38-2.89)으로 증가하였다 (P<0.05). 대사인자 

수에 따른 만성 신질환의 교차비는 위험인자의 수가 없을 때

에 비해 1개, 2개, 3개 이상으로 많아질수록 1.24 (0.75-2.06), 

1.56 (0.89-2.75), 2.18 (1.21-3.93)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P<0.001). 

결론: 성인 여자에서 대사증후군은 사구체 여과율의 감소를 

초래하여 만성 신질환의 위험과 연관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대사증후군의 관리가 만성 신질환의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중심단어: 대사 증후군; 만성 신질환; 사구체 여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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