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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노인들에게서 혈중 카드뮴의 농도와 알부민뇨와의
관련성: 국민건강영양조사 2011∼2013년도 자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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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Serum Cadmium Level and
Microalbuminuria in Korean Elderly People: Using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Byung Shik Cho, Dong Won Lee, Sang Hyun Cho, Hyun Woo Kim, Ji Hoon Jung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Hanageneral Hospital, Cheongju, Korea

Background: Cadmium is known to be a widespread environmental pollutant and a potential toxin that may adversely affect
human health. The kidney is the main organ affected by chronic cadmium exposure and toxicity. The present study examines
the associations between albuminuria and serum cadmium levels using data from the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1∼2013).
Methods: The total number of study subjects was 1,183 aged 60 years or older.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erum cadmium level and urinary albumin-creatinine ratio (30 mg/g). The level of cadmium
in the blood was divided into quintile groups.
Results: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serum cadmium
levels and urinary albumin creatinine ratios, which were not corrected for other variables (P=0.069). However, sex, age, drinking
(P for trend=0.043), all of the analytical models that corrected for alcohol consumption, smoking,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BMI, and serum creatinine level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P for trend=0.025).
Conclusion: Blood cadmium concentration is closely related to kidney function in Korean adults over 6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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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민감도가 낮은 검사에서는 검출되지 않는 알부민뇨를 의
미한다. 사구체를 통해 여과된 알부민은 정상적으로 약

미세알부민뇨증이란 요중 알부민 배설이 정상 성인의

99%가 근위세뇨관을 통해 재흡수되어 어떤 단백질도 소

참고치보다 증가된 상태이지만, 요 시험지 검사와 같은

변으로 빠져나가지 못한다. 정상인의 알부민 배설은 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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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서 하루 배설량은 30 mg/day 이하이나, 30∼300 mg/day

2,659명, 여성 3,54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과거 병력

의 알부민이 지속적으로 배설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및 건강행태, 사회인구적 요인 등에 대한 자료 등 관련

1)

미세알부민뇨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미세알부민뇨는
2)

항목 누락없이 모두 시행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

고혈압이나 신부전, 간부전 등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

다. 대상자들의 각 항목들은 시계열 자료는 아니었으며,

알부민뇨증은 당뇨병성 신증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각 년도에 참가한 대상자들을 모두 합하여 분석에 이용

3)

하였다. 그리고 이 중 요알부민 수치와 요크레아티닌 수

알려져 있다.

카드뮴은 저농도로 환경 중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며,

치 검사 중 하나라도 시행하지 않았거나 통계적 보정에

많은 산업화된 도시들에 만연하는 잠재적 환경 오염 물

필요한 변수가 결측된 대상자들은 제외하였으며, 신부전

질이다. 환경 중의 카드뮴 노출은 인체 내에서의 반감기

이나 간부전을 진단 받았거나, 투석 또는 간부전 치료를

가 길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유독성의 물질이

받고 있는 대상자들은 제외하였다.

며, 체내에 들어온 카드뮴의 표적장기는 주로 간과 신장
4,5)
이다. 카드뮴은 10년에서 30년까지 긴 반감기를 가진

중금속으로, 50세 이상에서는 각 장기의 여러가지 부담

2. 혈액 및 소변 검사
혈중 카드뮴 검사는 혈액 샘플을 PerkinElmer Analyst 600

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직업 특성 노출 상 200∼300 mg

(PerkinElmer,

까지도 축적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카드

(GFAAS)를 통해 측정하였고, 단위는 g/L로 기록하였다.

뮴이 축적될수록 신체의 여러 장기 중 가장 먼저 손상을

소변검사는 24시간뇨 검체가 보다 정확한 분석을 수행

6)

Finland)를

이용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신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

할 수 있지만 국민건강영양조사 건강검진의 특성상 임의

고 카드뮴은 신장 기능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어 만성 신

로 받은 소변(random urine)을 이용하였다. 8시간 이상 공

7)

부전이 발병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카드뮴이 신장 기

복시 채취한 요검체를 이용하였고, 결과 해석을 위해 요

능에 영향을 주는 여러가지 기전에 대한 가설은 염증 유

중 크레아티닌을 같이 측정하여 일중 농도 변화를 보정

발, 각종 산화 스트레스의 영향, 헴옥시게나아제(heme

하였다. 요중 알부민 검사는 Hitachi Automatic Analyzer

8)

oxygenase)의 활성화의 영향 등으로 설명된다.

7600 (Hitachi, Japan)을 이용해 라텍스 응집법 등으로 알

카드뮴은 주로 토양에 존재하며 카드뮴이 많이 포함된

려진 Tubidimetric assay를 통해 분석하였다. 소변 알부민/

곳에서 자란 쌀, 밀, 각종 과일 그리고 감자 등을 섭취하

크레아티닌 비(urinary albumin-to-creatinine ratio)를 사용

면서 인체 내에 축적되며, 흡연으로 인한 카드뮴 체내

하여 수치가 30 mg/g 미만인 경우를 정상, 30 mg/g이상

9,10)

흡인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우리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를 대변할 수 있는

이면서 300 mg/g미만인 경우를 미세알부민뇨, 300 mg/g
이상인 경우를 거대알부민뇨로 정의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여러 환경 및 생활
양식을 통한 카드뮴의 노출 그리고 체내 카드뮴의 축적

3. 기타 변수

과 신장 손상의 지표로서 미세알부민뇨증과의 관련성을

조사 항목에 따라 연구 대상자들의 기본적인 특성을

알아보기로 하였다. 60세 이상의 고령 대상자들로 선정

파악하고 신장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별, 연령, 흡

한 이유는 카드뮴의 반감기 및 축적량을 고려하였을 때

연력, 음주력, 고혈압, 당뇨병, 신부전, 간부전, 체질량지

고령 인구에서 중금속들이 각 장기에 미치는 영향이 다

수, 혈중 크레아티닌 자료들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였

른 연령대보다 뚜렷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 이 중 음주력은 주 2∼3회 이상 음주를 하는 대상자
들과 주 2∼3회 미만으로 음주를 하는 대상자들로 명목

대상 및 방법

화하였고, 흡연력은 과거 흡연자를 포함하여 ‘흡연년수×
하루 평균 흡연량’으로 계산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과

1. 연구 대상 및 기간

거 흡연자를 포함하여 흡연년수와 하루 평균 흡연량의

본 연구는 횡단적 단면 연구로서 보건복지부 산하 질

곱으로 표시한 이유는 흡연이 미치는 신체의 카드뮴 노

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중 2011년

출량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함이다. 흡연은 카드뮴 섭취

부터 2013년도 조사에 참여한 만 60세이상 성인 남성

의 주요 공급원이며, 담배 한 개비 당 1∼2 g씩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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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으며, 대략 10% 정도를 들이마시며, 5% 정도가 흡

값과 표준오차를 구하였고, 고혈압 및 당뇨병 그리고 음

수된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흡연력에 대한 자

주력(주 2∼3회 이상 마시는 군)은 각각 그 빈도수로 표

11)

세한 보정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기하였다.
그리고 혈중 카드뮴 레벨은 정규분포를 벗어난 형태를

4. 통계 분석

보여 로그 치환한 값을 통해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대상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단순임의추출에 의한 표본이 아니

자들의 로그 치환된 혈중 카드뮴 레벨을 오분위수로 나

라 복합표본설계방법으로 추출된 표본이다. 따라서 표본이

눠서 각 구간별로 카드뮴 레벨과 알부민뇨와의 관계를

전체 국민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

복합표본분석 가중치를 적용한 상태에서 로지스틱 회귀

하여 연구에 이용하였다.

분석을 통해 시행하였다. 소변 알부민/크레아티닌 비 30

대상자 기본 정보의 모든 통계 수치는 평균±표준오

mg/g을 기준으로 정상인 군과 알부민뇨가 있는 군으로

차, 그리고 빈도수(%) 등으로 제시하였으며, 통계 분석은

이분화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고, 각각의

Ⓡ

12.0를 이용하였다. 대상자들의 기본 정보는 혈

교차비(odds ratio)와 신뢰 구간을 표기하였다. 분석 모델

중 카드뮴 수치에 따라 오분위수로 나누어 각 항목 별로

은 기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변수를 보정하지

평균값을 계산하였고, 오분위수로 나눈 다섯 구간의 평

않고 카드뮴 레벨과 알부민뇨와의 관계만을 분석한 것

균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복합표본분석 가중치를 적용한

과 성별, 나이, 음주, 흡연 네가지를 보정한 것, 그리고

상태에서 ANOVA를 통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

성별, 나이, 음주, 흡연, 고혈압, 당뇨병, 체질량지수, 혈

보았다. 대상자들 각각의 연령, 흡연력, 체질량 지수, 혈

중 크레아티닌 농도 모두 보정한 것 세 종류로 나누어서

중 크레아티닌 농도, 소변 알부민/크레아티닌 비의 평균

분석하였다.

STATA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serum cadmium level

Serum cadmium level (g/L)
0.12∼0.83
(n=238)
Age (years)
Smoking (packs-year)
Alcohol (%)
Hypertension (%)
Diabetes mellitus (%)
BMI (kg/m2)
Serum creatinine (mg/dL)
ACR (mg/g)

67.1
218.2
20.7
51.6
20.6
24.3
0.87
18.2

(0.4)
(37.3)

(0.2)
(0.01)
(3.8)

0.83∼1.09
(n=236)
67.1
167.3
17.4
59.1
26.8
24.0
0.84
73.5

1.09∼1.40
(n=236)

(0.6)
(28.2)

67.5
160.1
18.2
58.6
15.7
23.8
0.84
22.3

(0.2)
(0.01)
(54.3)

(0.4)
(25.1)

(0.2)
(0.01)
(4.9)

1.40∼1.80
(n=237)
67.7
180.3
19.7
55.8
12.4
23.7
0.82
20.5

(0.5)
(29.7)

(0.2)
(0.01)
(4.6)

1.80∼10.92
(n=236)
67.1
141.6
16.8
62.4
16.4
23.8
0.81
39.7

P value

(0.5)
(21.3)

0.748
0.879

(0.2)
(0.01)
(16.8)

0.516
＜0.001
0.341

Data is presented as weighted mean±SE or %.
BMI: body mass index, ACR: urinary albumin-to-creatinine ratio.

Table 2. Odds ratio of albuminuria by log-transformed serum cadmium level

Serum cadmium level (g/L)

Unadjusted
Model I
Model II

0.12∼0.83

0.83∼1.09

1.09∼1.40

1.40∼1.80

1.80∼10.92

1.00
1.00
1.00

1.66 (0.76∼3.64)
1.77 (0.82∼3.83)
1.51 (0.66∼3.46)

1.83 (0.88∼3.83)
1.93 (0.92∼4.05)
2.00 (0.94∼4.25)

1.82 (0.83∼3.96)
1.94 (0.90∼4.17)
2.21 (1.00∼4.87)

1.82 (0.88∼3.75)
2.01 (0.95∼4.25)
2.17 (1.01∼4.64)

P for trend
0.069
0.043
0.025

Values are presented as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Model I: adjusted for sex, age, alcohol, and smoking; Model II: adjusted for sex, age, alcohol, smoking,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body mass index, and serum creatinin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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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으며, 카드뮴 농도 1.4 g/L이
상의 두 구간에서는 각 구간별로 유의한 결과(각각 교차

1.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비 2.21, 2.17)를 보여주었다(Table 2).

신부전 혹은 간부전으로 진단받았거나 치료를 받는 대
상자들을 제외하고, 분석 항목에 대한 결측값이 하나라도

고

찰

있었던 대상자들을 제외한 총 분석 인원은 총 1,183명이
었다. 구간별 항목당 평균값들의 차이는 혈중 크레아티

본 연구는 만 60세 이상의 대한민국 고령 인구만을

닌만이 구간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01), 크

대상으로 1개년도 기간이 아닌 중금속 혈액검사가 최근

레아티닌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구간별로 유의한

까지 시행된 2011년부터 2013년 자료를 모두 통합하여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연구 결과
우리가 생활하면서 노출될 수 있는 중금속 중 혈중 카드

2. 혈중 카드뮴 레벨과 알부민뇨와의 관계

뮴이 알부민뇨와 연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60세

혈중 카드뮴 농도와 소변 알부민/크레아티닌 비를 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나이, 성별 등을 보정한 값에서, 그

상으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혈중 카드뮴

리고 혈중 카드뮴 농도가 높을수록 알부민뇨와의 관계

농도의 각 구간별로 빈도수를 조사해 본 결과, 혈중 카

에 있어서 더욱 의미있는 관계를 보였던 것은 신체에 축

드뮴 농도가 높을수록 알부민뇨의 비율이 의미있게 상승

적된 카드뮴이 반감기가 10∼30년 정도로 길기 때문에

하였다(Figure 1).

고령에게서 혈중 카드뮴의 농도가 높을 수 밖에 없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기타 변수를 보정하지 않은
혈중 카드뮴 농도와 소변 알부민/크레아티닌 비와의 관

그로 인해 신장 기능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
12)
다.

계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Table 2). 그리고 각종

기존 몇몇 연구들을 살펴보면 만성적인 카드뮴의 노

혼란 변수를 보정한 Model I (성별, 나이, 음주, 흡연을

출은 신장 기능에 영향을 주어 노출이 적은 군 보다 단

보정)에서는 각 구간별로 봤을 때는 통계적인 의미를 찾

백뇨가 의미있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결과들을 보여주었

을 수 없는 결과를 보였지만, P값의 경향을 보면 혈중

13-15)
본 연구의 또 다른 의의는 가시적으로 보일 수
다.

카드뮴의 농도와 미세알부민뇨와의 관계가 있을 것으로

있는 단백뇨가 아닌 미세알부민뇨도 카드뮴 노출과 통

추측할 수 있었다. 그리고 Model II (성별, 나이, 음주, 흡

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연, 고혈압, 당뇨병, 체질량지수,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

것이다.

를 보정)에서는 Model I에서와 마찬가지로 P값의 경향성

분석 결과 혈중 카드뮴 농도와 미세알부민뇨와의 상관
관계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카드뮴 농도가
높을수록 그에 따른 교차비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
다. 또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시 로그 치환하지 않은 혈중
카드뮴의 농도와 알부민뇨와의 관계도 살펴보았는데, 기
타 변수를 모두 보정한 회귀 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
의한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분포도를 그려 참고한 결과
대상자들의 혈중 카드뮴 농도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
나, 대부분 저농도(＜2.0 g/L)였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이상 고농도를 보인 대상자들은 소수였다.

Ferraro 등은 1999년도부터 2006년까지 미국 국민건강
영양조사 자료를 통해 중금속과 만성 신부전 및 신장 기
능과의 관련성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연구 결과 혈중 카
Figure 1. Prevalence of albuminuria by quintiles of serum
cadmium level.

드뮴 농도와 요중 카드뮴 농도 모두 신장 기능 및 단백
뇨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다.4)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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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웠던 점은 혈중 카드뮴 뿐만이 아닌 요중 카드뮴 농
도와 알부민뇨와의 상관 관계를 함께 분석하지 못했다
는 점이다. Nordberg 등이 쓴 저서 내용을 참고하였을

2.

때, 요중 카드뮴 레벨이 혈중 카드뮴 레벨보다 신장 기
능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알려져 있다.5)
그 이유는 카드뮴은 신장 피질에 주로 만성적으로 축적

3.

되어 신독성을 일으키고, 따라서 요중 카드뮴 레벨은 피
질에 카드뮴이 얼마나 축적되어 있는지를 보다 정확히

4.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1)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적절한
가중치를 적용, 60세 이상 일반 인구를 대표할 수 있는

5.

자료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는 점, 혈중 카드뮴 농도가

6.

높을수록 알부민뇨가 나타날 가능성을 보여주어 신장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

7.

서 의의가 있겠다. 그러나 전향적 연구가 아니었다는 점,
설문 조사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어 비뚤림이 발생할 수

8.

있었다는 점, 영양조사를 통한 통계 분석에 대한 변수
고려시 국민들의 식습관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

9.

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만 혈중 중금속 조사가 이루
어졌다는 점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서론과 방법에서 언급하였듯이 흡연력에 대한 자

10.

세한 보정을 위해 하루 평균 흡연량과 흡연한 년수를 모
두 고려하여 분석에 포함하였으나, 흡연력에 대한 설문
만이 아닌 혈중이나 소변 코티닌 농도를 반영하여 진행

11.

하지 못하였던 점도 추가적인 제한점이다. 향후 국민건
강영양조사 자료에 중금속에 대한 조사 및 관심이 지속
되고 이를 통한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한다면 중금속과

12.

신장 기능에 대한 관계를 보다 타당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13.

CONFLICTS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14.

was reported.

REFERENCES
1. Garg AX, Kiberd BA, Clark WF, Haynes RB, Clase CM.

15.

Albuminuria and renal insufficiency prevalence guides population screening: Results from the NHANES III. Kidney Int
2002;61:2165-75.
Carter JL, Tomson CR, Stevens PE, Lamb EJ. Does urinary
tract infection cause proteinuria or microalbuminuria? A systematic review. Nephrol Dial Transplant 2006;21:3031-7.
Mogensen CE. Microalbuminuria, blood pressure and diabetic
renal disease: origin and development of ideas. Diabetologia
1999;42:263-85.
Ferraro PM, Costanzi S, Naticchia A, Sturniolo A, Gambaro
G. Low level exposure to cadmium increases the risk of
chronic kidney disease: analysis of the NHANES 1999-2006.
BMC Public Health 2010;10:304
Nordberg GF ea. Handbook on the Toxicology of Metals.
3rd edition Amsterdam:Elsevier 2007:445-86.
Lauwerys RR, Bernard AM. Cadmium and the kidney. Br J
Ind Med 1986;43:433-5.
Islam TM, Fox CS, Mann D, Muntner P. Age-related associations of hypertension and diabetes mellitus with chronic kidney disease. BMC Nephrol 2009;10:17.
Satarug S, Vesey DA, Gobe GC. Kidney Cadmium Toxicity,
Diabetes and High Blood Pressure:The Perfect Storm.
Tohoku J Exp Med 2017;241:65-87.
Akesson A, Barregard L, Bergdahl IA, Nordberg GF,
Nordberg M, Skerfving S. Non-renal effects and the risk assessment of environmental cadmium exposure. Environ Health
Perspect 2014;122:431-8.
Satarug S, Moore MR. Emerging roles of cadmium and heme
oxygenase in type-2 diabetes and cancer susceptibility.
Tohoku J Exp Med 2012;228:267-88.
Herber RF, Christensen JM, Sabbioni E. Critical evaluation
and review of cadmium concentrations in blood for use in occupational health according to the TRACY protocol. Int Arch
Occup Environ Health 1997;69:372-8.
Pennemans V, De Winter LM, Munters E, Nawrot TS, Van
Kerkhove E, Rigo JM, et al. The association between urinary
kidney injury molecule 1 and urinary cadmium in elderly
during long-term, low-dose cadmium exposure: a pilot study.
Environ Health 2011;10:77.
Jarup L, Hellstrom L, Alfven T, Carlsson MD, Grubb A,
Persson B, et al. Low level exposure to cadmium and early
kidney damage: the OSCAR study. Occup Environ Med
2000;57:668-72.
Alfven T, Jarup L, Elinder CG. Cadmium and lead in blood
in relation to low bone mineral density and tubular
proteinuria. Environ Health Perspect 2002;110:699-702.
Joshi VD, Mooppil N, Lim J. Prevalence and risk factors of
undetected proteinuria in an elderly South-East Asian
population. Nephrology (Carlton) 2006;11:347-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