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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ssociation between heavy metals in the blood and obesity has been examined in many studies.
However, inconsistencies have been observed in the results from these studies.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using data from 119,181 participants of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for 11 years in 2005 and between 2008 and 2017. The subjects with
missing heavy metal blood tests, health interview data, and health examination data were excluded
from the study. The study population comprised 1,844 individuals (972 men, 872 women) who were
eligible for inclusion. It was found that obesity and abdominal obesity were associated with an increase
in both blood mercury (P＜0.001) and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P＜0.001). After adjusting the
confounding factors, those with concurrent high levels of ALT and the highest tertile of mercury
showed an increased risk of obesity (odds ratio 4.46, 95%, confidence interval 2.23∼8.90, P＜0.001)
as well as abdominal obesity (odds ratio 5.36, 95%, confidence interval 2.57∼11.17, P＜0.001). The
interrelationship of mercury and ALT with the parameters of body mass index (P for interaction=0.009)
and waist circumference (P for interaction=0.012), respectively, have been observed to be significant, suggesting that the reciprocal relationship could contribute to obesity and abdominal obe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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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수은(mercury)은 생활 주변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는 중금속
으로 인체에서는 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1]. 화석 연료를 통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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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중으로 배출된 수은은 인간의 흡기를 통해 체내에 들어올 수
있다. 수은으로 오염된 토양이나 물은 박테리아, 식물, 가축, 어
패류를 통해 먹이 사슬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 인간에게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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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체내에 축적될 수 있다. 치과용 아말감, 온도계, 혈압계, 기

재료 및 방법

압계, 백열등, 배터리, 백신의 방부제, 식품, 화장품, 의료 약물
등과 같이 수은이 포함된 다양한 상품도 생활 주변에 존재한다.

1. 연구대상

수은의 유형에는 원소 형태의 수은, 무기물 형태의 수은 화합물,

2005년 그리고 2008년에서 2017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

유기물 형태의 수은이 있다. 특히 유기물 형태의 수은 화합물은

의 총참가자는 119,818명이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이 중 일부

지용성이기 때문에 위장관에서 흡수될 수 있고, 흡수되어 증가

참가자를 선정하여 중금속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중금속 검사

된 수은은 적혈구막을 통과하여 적혈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를 시행한 참가자 중에서 건강설문조사 자료와 건강검진조사 자

[2]. 또한 증가된 수은은 혈액뇌장벽(blood brain barrier)을

료가 모두 있는 1,844명을 부모집단으로 최종 선정하였다[17]

통과하여 뇌하수체에 축적될 수 있으며[3], 태반을 통과하여 태

(Figure 1). 본 연구는 중원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

아에게 전달되어 성조숙증(precocious puberty)이나 자폐증

면제 승인을 받은 후 수행되었다(IRB approval number:

(autism)과도 관련될 수 있다[4, 5]. 저용량 수은일지라도 인체

1044297-HR-202109-010-01).

에 축적되면 신경계, 심혈관계, 신장계, 내분비계 등의 다양한
기관계에서 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6]. 최근 여러 논문에서 수은

2. 비만과 복부비만 정의

축적이 소아에서 성인까지 전 연령대에서 비만(obesity)이나

대한비만학회(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

복부비만(abdominal obesity)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

KSSO)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라 비만과 복부비만을 다음과

다[7-9]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수은 이외의 납(lead), 카드뮴

같이 정의하였다. 비만은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가

(cadmium)과 같은 다른 중금속들도 비만과 관련이 있다 분석

25 kg/m2 이상일 때로 정의하였고, 복부비만은 성인 남자의 허

하였다[10, 11]. 이러한 결과는 특정 중금속과 비만 사이의 연관

리둘레(waist circumference)가 90 cm 이상일 때와 성인 여

성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의 허리둘레가 85 cm 이상일 때로 정의하였다[18].

2003년에서 2004년 사이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 연구에서
는 혈중 수은의 증가가 alanine aminotransferase (ALT)의

3. 혈액 검사와 기타

증가를 가져온다고 보았다[12]. ALT는 신장, 심장 및 근육에 소

수은 분석은 골드아말감법을 이용한 검사 장비인 DMA-80

량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간에서 발견되므로 혈청 ALT의 상승

(Milestone, Sorisole, Italy)을 사용하였고, 납과 카드뮴의 분

은 간 손상의 발견 척도가 될 수 있다. 정상 범위의 혈청 ALT 농

석은 원자흡광광도법을 이용한 검사 장비인 Perkin Elmer

도의 상승일지라도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nonalcoholic

AAnalyst 600 (PerkinElmer Inc., Turku, Finland)을 사용

fatty liver disease) 발병 위험에 대해서 ALT가 독립적인 예측

하였다. ALT는 pyridoxal-5′-phosphate를 첨가하지 않는

인자임을 여려 연구에서 보여주었다[13, 14]. 또한 당뇨병이

UV 측정법을 이용하였고, 크레아티닌은 빌리루빈의 영향을 최

없는 성인에서 비만은 ALT 상승과 관련이 있다는 여러 보고가
있다[15, 16].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했을 때 수은의 축적과
ALT의 상승은 비만과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의 위험도를 높
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 했을 때, 특정 중금속과 비만 사이의 관계
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2005년 그리고 2008년에서 2017년
까지의 11년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자료
에 존재하는 수은, 납, 카드뮴 각각을 비만이나 복부비만에 대해
연관성 분석을 하고자 하며, 비만 또는 복부비만의 관점에서 수
은과 ALT의 상호 관련이 있는지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Figure 1. Flow diagram of the presen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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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
Age, years
2
BMI (kg/m )
Obesity* , N (%)
No
Yes
Waist circumference (cm)
Abdominal obesity**, N (%)
No
Yes
Mercury (μg/L)
Lead (μg/L)
Cadmium (μg/L)
ALT (IU/L)
Education, N (%)
Elementary school or lower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or higher
Household income, N (%)
Low
Middle-low
Middle-high
High
Drinking status, N (%)
Non drinking
＜1 times/month
≥1 times/month
Smoking status, N (%)
Non smoker
Former smoker
Current smoker
Subjective health status, N (%)
Very bad
Bad
Average
Good
Very good
Physical activity (MET minutes/week)
eGFR (mL/min per 1.73 m2)
Hemoglobin (g/dL)
Diabetes, N (%)
No
Yes
Hypertension, N (%)
No
Yes
Hyperlipidemia, N (%)
No
Yes

Total (N=1,844)

Men (N=972)

Women (N=872)

P-value

44.6±0.4
23.8±0.10

44.4±0.4
24.4±0.12

44.8±0.5
23.2±0.14

0.529
a
＜0.001
b
＜0.001

1238 (67.3)
606 (32.7)
80.6±0.31

594 (61.4)
378 (38.6)
84.0±0.34

644 (73.9)
228 (26.1)
77.2±0.43

1433 (77.9)
411 (22.1)
4.0±0.08
2.1±0.03
1.01±0.02
22.0±0.72

723 (73.8)
249 (26.2)
4.7±0.13
2.4±0.04
0.93±0.03
26.8±1.32

710 (82.6)
162 (17.4)
3.3±0.09
1.8±0.03
1.08±0.02
17.3±0.48

234 (12.7)
180 (9.5)
547 (30.9)
883 (46.8)

89
97
281
505

145
83
266
378

(8.4)
(9.5)
(30.0)
(52.1)

a

＜0.001a
b
＜0.001

a

＜0.001
a
＜0.001
＜0.001a
a
＜0.001
b
＜0.001

(17.5)
(9.6)
(31.9)
(41.0)
b

0.673
485
449
457
453

(25.1)
(24.9)
(24.9)
(25.1)

254
234
240
244

(26.0)
(24.2)
(24.3)
(25.5)

231
215
217
209

(24.0)
(25.8)
(25.7)
(24.5)
＜0.001b

284 (16.2)
358 (19.9)
1202 (63.9)

105 (11.4)
105 (11.1)
762 (77.5)

179 (21.6)
253 (29.8)
440 (48.7)
b

＜0.001
992 (54.0)
373 (20.0)
479 (26.0)

230 (23.6)
332 (33.3)
410 (43.1)

762 (88.0)
41 (5.1)
69 (6.9)
b

0.169
53 (2.7)
255 (12.9)
900 (49.5)
539 (29.4)
97 (5.4)
2218.9±77.4
97.1±0.39
14.2±0.03

23 (2.2)
130 (12.5)
459 (47.8)
300 (31.1)
60 (6.3)
2737.9±111.4
93.7±0.54
15.3±0.04

30 (3.3)
125 (13.3)
441 (51.4)
239 (27.6)
37 (4.4)
1699.8±98.3
100.5±0.55
13.1±0.04

1634 (90.1)
210 (9.9)

851 (89.5)
121 (10.5)

783 (90.7)
89 (9.3)

1509 (82.5)
335 (17.5)

777 (81.6)
195 (18.4)

732 (83.4)
140 (16.6)

a

＜0.001
＜0.001a
a
＜0.001
b
0.453

b

0.366

b

0.301
1551 (85.1)
293 (14.9)

823 (86.1)
149 (13.9)

728 (84.1)
144 (15.9)

Values are presented as weighted mean±weighted standard error or weighted percent.
a
Calculated by complex samples general linear model.
b
Calculated by complex samples chi-square test.
2
*defined as body mass index ≥25 kg/m .
**defined as waist circumference ≥90 cm for Korean men and ≥85 cm for Korean women.
Abbreviations: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eGFR,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MET, metabolic equivalent of task.

www.kjcls.org

Korean J Clin Lab Sci. Vol. 54, No. 3, September 2022 195

소화하기 위한 보상적 kinetic Jaffe법을 이용하였다. ALT와 크

본에 따른 가중치를 고려하여 복합표본 교차분석(complex

레아티닌의 검사 장비는 Hitachi Automatic Analyzer

samples chi-square)과 복합표본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7600-210 (Hitachi, Tokyo, Japan)을 사용하였고, 헤모글로

(complex samples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그리고 복합

빈의 측정은 SLS hemoglobin법을 이용한 XN-9000 (Sysmex,

표본 일반선형분석(complex samples general linear model)

Kobe, Japan)을 사용하였다.

을 시행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복합표본 자료 특성상 분산 추정치

교육 수준은 초졸 이하(elementary school or lower), 중졸
(middle school), 고졸(high school), 대졸 이상(college or

의 편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분석에서 결측 자료는 유효한
값으로 처리하였다. 유의수준은 P＜0.05로 설정하였다.

higher)으로 분류하였다. 음주 빈도는 음주 안함(non-drinking),
월 1회 미만(＜1 times/month), 월 1회 정도(≥1 times/month)

결 과

로 분류하였다. 흡연은 전혀 피운 적이 없는 경우를 비흡연
(non-smoker),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는 경우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과거 흡연(former smoker), 매일 피우는 경우를 매일 흡연

1,844명의 연구대상자(남성 972명, 여성 872명)가 Table 1

(current smoker)으로 분류하였다. 주관적 건강 상태는 매우

에 제시되어 있다. 평균 연령은 남성과 여성의 경우 각각 44.4세

좋지 않음(very bad), 좋지 않음(bad), 평균(average), 좋음

와 44.8세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체질량지수 평균과 허리둘레

(good), 매우 좋음(very good)으로 분류하였다. 추정 사구체

평균은 각각 23.8 kg/m2와 80.6 cm였으며, 체질량지수와 허

여과율(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eGFR)은

리둘레의 유병률은 각각 32.7% (606명)와 22.1% (411명)였다.

CKD-EPI법으로 계산하였다[19].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한 이

남성과 여성에 대한 비만 유병률, 복부비만 유병률, 교육 수준,

환 건강설문에서 고혈압, 당뇨병, 이상고지혈증에 대한 의사진

음주 상태, 흡연 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비율 차이를 보였지

단 여부가 있음이었을 경우에 각각 고혈압, 당뇨병, 이상고지혈

만(P＜0.001), 가구 소득, 주관적 건강 상태, 당뇨, 고혈압, 고지

증으로 정의하였다[17].

혈증은 유의한 비율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수은, 납,

신진대사 해당치(metabolic equivalent of task, MET)는

카드뮴의 가중치를 고려한 평균은 각각 4.0 μg/L, 2.1 μg/L,

특정 신체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필요한 에너지나 몸에서 필요

1.01 μg/L이었다. 수은과 납의 평균은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

한 산소의 양을 의미한다. 물리적 활동량은 국민건강영양조사

게 높았지만(P＜0.001), 카드뮴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

의 자료를 이용하여 1주일간의 전체 신체활동량을 계산하였다.

게 높았다(P＜0.001). ALT의 평균은 22.0 IU/L였으며, 남성과

격렬한 신체활동량(MET minutes/week)=8.0×하루 평균 격

여성의 ALT 수치는 각각 26.8 IU/L와 17.3 IU/L였고, 남성이

렬한 신체활동의 시간×일주일 사이 격렬한 신체활동을 한 일수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1).

적당한 신체활동량(MET minutes/week)=4.0×하루 평균 적
당한 신체활동의 시간×일주일 사이 적당한 신체활동을 한 일수
걷기 신체활동량(MET minutes/week)=3.3×하루 평균 신
체활동의 시간×일주일 사이 걷기 신체활동을 한 일수
전체 신체활동량(MET minutes/week)=격렬한 신체활동량+
적당한 신체활동량+걷기 신체활동량

2. 비만과 복부비만에 대한 중금속과 ALT의 혈중 농도 분포
수은, 납, 카드뮴, ALT를 삼분위수로 나눠 비만과 복부비만에
대한 혈중 농도 분포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수은의 삼분위수
가 증가함에 따라 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비율 차이가 있었
고(P＜0.001), 복부비만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비율 차이가
있었다(P＜0.001). 또한 ALT의 삼분위수가 증가함에 따라 비

4. 자료 분석

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비율 차이가 있었고(P＜0.001), 복부

본 연구는 SPSS 24.0 (IBM, Chicago, IL, USA)와 GraphPad

비만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비율 차이가 있었다(P＜0.001).

Prism 9 (GraphPad Software, San Diego, CA, USA)를 이

납의 삼분위수에 따라 비만의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용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2단계 층화집락표본설계

(P=0.04), 복부비만의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wo-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에 의하여 표본추출

(P=0.08). 카드뮴의 삼분위수는 비만과 복부비만에 대해 통계

되었다. 추정치의 표준오차가 편향이 없기 위해서 질병관리청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5).

에서 제공한 연관성 분석 가중치을 이용하여 2005년에서 2017
년 사이의 기수간 통합 가중치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복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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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stribution of blood heavy metal levels on obesity and abdominal obesity (N=1,844)
Variable
Mercury (μg/L)
Lead (μg/L)
Cadmium (μg/L)
ALT (μg/L)

1st tertile

2nd tertile

3rd tertile

P-value

1.82±0.02
1.22±0.01
0.46±0.01
10.7±0.10

3.48±0.03
1.97±0.01
0.96±0.01
16.8±0.09

7.60±0.18
3.21±0.04
1.79±0.04
36.4±1.74

-

Mercury μg/L (%)

Obesity*
No (N=1,238)
Yes (N=606)
Abdominal obesity**
No (N=1,433)
Yes (N=411)

1st tertile

2nd tertile

3rd tertile

1.81±0.02 (73.1)
1.83±0.04 (26.9)

3.42±0.03 (66.7)
3.60±0.04 (33.3)

7.13±0.16 (59.8)
8.30±0.36 (40.2)

＜0.001

1.82±0.02 (82.7)
1.78±0.05 (17.3)

3.45±0.03 (76.4)
3.58±0.06 (23.6)

7.41±0.18 (72.7)
8.08±0.41 (27.3)

＜0.001

a

a

Lead μg/L (%)

Obesity*
No (N=1,238)
Yes (N=606)
Abdominal obesity**
No (N=1,433)
Yes (N=411)

1st tertile

2nd tertile

3rd tertile

1.20±0.02 (71.2)
1.27±0.02 (28.8)

1.97±0.01 (66.4)
1.98±0.02 (33.6)

3.20±0.06 (63.9)
3.23±0.07 (36.1)

0.04

1.20±0.01 (80.0)
1.29±0.02 (20.0)

1.96±0.01 (77.9)
2.02±0.02 (22.1)

3.22±0.05 (75.1)
3.18±0.06 (24.9)

0.08

a

a

Cadmium μg/L (%)

Obesity*
No (N=1,238)
Yes (N=606)
Abdominal obesity**
No (N=1,433)
Yes (N=411)

1st tertile

2nd tertile

3rd tertile

0.46±0.01 (68.2)
0.46±0.02 (31.8)

0.96±0.01 (68.9)
0.97±0.01 (31.1)

1.81±0.05 (63.2)
1.77±0.04 (36.8)

0.30a

0.46±0.01 (80.0)
0.46±0.02 (20.0)

0.95±0.01 (79.3)
0.97±0.01 (20.7)

1.79±0.05 (72.4)
1.81±0.05 (27.6)

0.14a

ALT IU/L (%)

Obesity*
No (N=1,238)
Yes (N=606)
Abdominal obesity**
No (N=1,433)
Yes (N=411)

1st tertile

2nd tertile

3rd tertile

10.7±0.11 (86.4)
11.3±0.21 (13.6)

16.6±0.10 (72.5)
17.2±0.18 (27.5)

35.5±3.28 (47.2)
37.3±1.19 (52.8)

＜0.001

10.7±0.10 (92.7)
11.1±0.35 (7.3)

16.7±0.10 (81.9)
17.3±0.24 (18.1)

35.4±2.50 (62.1)
38.1±1.54 (37.9)

＜0.001

a

a

Values are presented as weighted mean±weighted standard error.
a
Calculated by complex samples chi-square test.
*defined as body mass index ≥25 kg/m2.
**defined as waist circumference ≥90 cm for Korean men and ≥85 cm for Korean women.

회귀분석(Model 1)에서 고농도 ALT이면서 수은의 가장 높은
3. 비만과 복부비만에 대한 수은의 오즈비(odds ratio)

삼분위수에 속한 그룹이 기준 그룹인 저농도 ALT이면서 수은의

수은을 삼분위수로 나눈 3그룹과 ALT를 저농도(≤40 IU/L)

가장 낮은 삼분위수에 속한 그룹보다 비만과 복부비만에 대한

와 고농도(＞40 IU/L)로 나눈 2그룹을 조합하여 6그룹을 만든

오즈비가 각각 4.73배(95% 신뢰구간 2.39∼9.37, P＜0.001)

다음, 비만과 복부비만에 대한 오즈비(odd ratio)를 Table 3에

와 5.66배(95% 신뢰구간 2.82∼11.34, P＜0.001)로 높았다.

제시하였다. 나이, 성별을 보정한 후 분석한 복합표본 로지스틱

신체 활동, 교육 수준, 가구 소득, 음주, 흡연, 주관적 건강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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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djusted odd ratios for the risk of obesity and abdominal obesity according to combination of blood mercury level and ALT
Model

ALT***
a

Adjusted model 1

Low

High

b

Adjusted model 2

Low

High

c

Adjusted model 3

Low

High

Obesity*

Mercury
1st
2nd
3rd
1st
2nd
3rd
1st
2nd
3rd
1st
2nd
3rd
1st
2nd
3rd
1st
2nd
3rd

tertile
tertile
tertile
tertile
tertile
tertile
tertile
tertile
tertile
tertile
tertile
tertile
tertile
tertile
tertile
tertile
tertile
tertile

Abdominal obesity**

OR

P-value

OR

P-value

1.00 (reference)
1.15 (0.85∼1.56)
1.50 (1.12∼2.01)
3.30 (1.66∼6.55)
6.04 (3.08∼11.87)
4.73 (2.39∼9.37)
1.00 (reference)
1.20 (0.89∼1.62)
1.65 (1.21∼2.26)
3.19 (1.56∼6.49)
6.23 (3.20∼12.10)
5.13 (2.62∼10.05)
1.00 (reference)
1.20 (0.87∼1.64)
1.52 (1.09∼2.12)
2.70 (1.30∼5.63)
5.70 (2.89∼11.22)
4.46 (2.23∼8.90)

＜0.001

1.00 (reference)
1.31 (0.92∼1.86)
1.51 (1.06∼2.15)
4.37 (1.97∼9.70)
5.62 (2.86∼11.03)
5.66 (2.82∼11.34)
1.00 (reference)
1.42 (1.00∼2.00)
1.74 (1.21∼2.50)
4.29 (1.97∼9.33)
5.80 (2.87∼11.71)
6.44 (3.20∼12.94)
1.00 (reference)
1.42 (0.99∼2.03)
1.58 (1.09∼2.31)
3.50 (1.62∼7.59)
5.11 (2.52∼10.40)
5.36 (2.57∼11.17)

＜0.001

＜0.001

＜0.001

＜0.001

＜0.001

a

Calculated by complex samples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was applied, with adjusting for age, sex.
Calculated by complex samples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was applied, with adjusting for age, sex, physical activity, education, household
income, drinking status, smoking status, subjective health status.
c
Calculated by complex samples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was applied, with adjusting for age, sex, physical activity, education, household
income, drinking status, smoking status, subjective health status, eGFR, hemoglobin, diabetes, hypertension, hyperlipidemia.
*defined as body mass index ≥25 kg/m2.
**defined as waist circumference ≥90 cm for korean men and ≥85 cm for korean women.
***Low ALT defined as ≤40 IU/L of the study population, high ALT was defined as ＞40 IU/L.
Abbreviations: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eGFR,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OR, odds ratio.
b

2

를 추가하여 보정한 복합표본 로지스틱 회귀분석(Model 2)의

에 속한 그룹의 평균(24.0 kg/m , 95% 신뢰구간 23.5∼24.5)

오즈비는 각각 5.13배(95% 신뢰구간 2.62∼10.05, P＜0.001)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01, bonferroni

와 6.44배(95% 신뢰구간 3.20∼12.94, P＜0.001)로 Model 1

post hoc test, Figure 2A). 허리둘레에 대해 고농도 ALT이면

에 비해 오즈비가 조금 높아졌다. eGFR, 헤모글로빈, 당뇨, 고혈

서 수은의 가장 높은 삼분위수에 속한 그룹의 평균(91.4 cm,

압, 고지혈증을 추가한 복합표본 로지스틱 회귀분석(Model 3)의

95% 신뢰구간 88.0∼94.8)은 저농도 ALT이면서 수은의 가장

오즈비는 각각 4.46배(95% 신뢰구간 2.23∼8.90, P＜0.001)와

낮은 삼분위수에 속한 그룹의 평균(82.0 cm, 95% 신뢰구간

5.36배(95% 신뢰구간 2.57∼11.17, P＜0.001)로 Model 2에

80.6∼83.4)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01,

비해 조금 낮아졌지만 기준 그룹에 비해 여전히 높은 오즈비를 유

bonferroni post hoc test, Figure 2B).

지하였다.

나이, 성별, 신체 활동, 교육 수준, 가구 소득, 음주, 흡연,
주관적 건강 상태, eGFR, 헤모글로빈, 당뇨, 고혈압, 고지혈

4. 체질량 지수와 허리둘레에 대한 수은과 ALT의 상호 관계성

증을 보정한 후 연속형 변수인 체질량지수와 허리둘레를 종

분석

속변수로 하여 각각 복합표본 일반선형분석을 하였다. 이때

수은을 삼분위수로 나눈 3그룹과 ALT를 저농도(≤40 IU/L)

연속형 변수인 ALT와 연속형 변수인 수은의 상호 관계는 체

와 고농도(＞40 IU/L)로 나눈 2그룹을 조합하여 6그룹을 만든

질량지수(P for interaction=0.009, Figure 2A)와 허리둘레

다음, 체질량지수과 허리둘레에 대한 복합표본 일반선형분석을

(P for interaction=0.012, Figure 2B)에 대해 각각 통계적으

하였다. 체질량지수에 대해 고농도 ALT이면서 수은의 가장 높

로 유의하였다.

2

은 삼분위수에 속한 그룹의 평균(27.6 kg/m , 95% 신뢰구간
26.2∼29.1)은 저농도 ALT이면서 수은의 가장 낮은 삼분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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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Interrelationship of mercury and ALT in complex samples general linear model. Adjusted for age, sex, physical activity, education,
household income, drinking status, smoking status, subjective health status, eGFR, hemoglobin, diabetes, hypertension, hyperlipidemia. (A) Obesity.
(B) Abdominal obesity.

고 찰

하지 않지만 산화 스트레스 증가, 혈관 염증 증가, 금속 효소 감소,
글루타티온 고갈,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 지질 과산화 증가, 혈

Eom 등[20]의 보고서를 보면 2010∼2011년 기간 동안 수

소판 응집 증가, 혈관 평활근 기능 장애, 내피 기능 장애, 혈관 염

은에 직업적으로 노출되지 않은 건강한 대한민국 성인 2,114명

증 증가, 면역 기능 감소, 지질 대사의 조절 장애, 포도당 대사 장

을 대상으로 다단계, 성별 및 연령 계층화 확률 방법으로 표본 추

애 등과 관련된다고 보고하였다[23, 24]. 이러한 수은 축적의 관

출하였다. 이 연구에서 혈중 수은 농도의 평균은 3.9 μg/L이었

련 현상으로 인해 비만,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고혈압, 대사증후

으며, 혈중 수은 농도가 높아질수록 복부비만에 대한 오즈비가

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인다[25, 26]. 핀란

기준그룹에 비해 2.09배 증가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평균

드 한 연구에서 높은 모발 수은 함량은 경동맥 내중막 두께

혈중 수은 농도는 4.0 μg/L로 Eom 등[20]의 보고서 결과와 비

(carotid intima media thickness)와 죽상동맥경화증(athero-

슷한 수치를 보였으며, 수은의 삼분위수에 따라 복부비만의 비

sclerosis)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27]. Wisconsin

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결과(P＜0.001)와 수은

Sleep Cohort 연구의 참가자 101명에서 혈액 수은의 상위 4분

의 삼분위수가 증가할수록 복부비만에 대한 오즈비가 기준그룹

위는 고혈압이 될 가능성이 1.9배 더 높았고, 모발 수은의 상위

에 비해 5.36배 증가된 결과(P＜0.001)를 볼 때 본 논문은 선생

4분위는 고혈압이 될 위험성이 4배 더 높았다고 분석하였다

논문과 일관된 방향을 가졌다. Kim 등[21]의 연구에서 대한민

[28]. 이는 모발 수은이 혈액 수은보다 고혈압의 위험성을 평가

국 성인의 식사를 통한 일일 수은 섭취량은 어패류(75.6%,

할 때 더 좋은 방법임을 암시한다. 대한민국 성인 2,114명을 대

10.26 μg), 곡물(17.7%, 2.40 μg), 두류(2.6%, 0.35 μg) 순이

상으로 수은의 농도가 증가하면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높아진

었고, 어패류 섭취량에 따라 혈중 수은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

다는 단면적 코호트 연구가 있었다[20]. 보스턴에 거주하는 엄

였다. 또한 나이가 많을수록 수은은 축적된 결과를 보였는데, 주

마와 아기 1,512쌍의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 산모의 수은 농도

로 남자는 40대와 50대가 높았고 여자는 50대가 유의하게 높았

가 증가되어 태아에게 수은이 노출되면 성조숙증의 위험이 2.4

다[22]. 이는 어패류 섭취량이 많으면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수

배 증가한다고 보고되었다[5]. 그러나 수은과 심혈관 질환이 관

은 축적이 증가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2010년에서 2013년 국

련이 없다는 연구도 있다. 슬로베니아 근처 54명의 수은 광부와

민건강영양조사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청소년의 혈중 수은 수치

58명의 근로자를 통제 그룹으로 구성한 연구에서는 혈청 수은

와 과체중과 복부비만의 발병률 사이에 긍정적인 연관성이 있다

과 심혈관 질환 사이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29]. 이

고 보고한 연구 결과를 보면 청소년기부터 수은 축적이 비만에

러한 연구 일관성의 부족에 대해 수은에 관한 한 메타 분석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9].

종종 수은 노출은 다른 환경 오염 물질을 같이 동반하기 때문에

여러 연구에서 수은 축적에 의한 비만의 메커니즘은 아직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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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전향적 코호트 연구를 통해 혼란 변수의 제거 및 다른

요 약

요인과의 상호작용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30].
본 연구에서 혈중 수은은 비만과 복부비만에서 각각 둘다

혈액 중금속과 비만 사이의 연관성은 많은 연구에서 조사되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다. 비만에서 수은의 가장 높은 삼분위

었다. 그러나 일관되지 않은 연구 결과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

수의 평균 수은 농도는 8.30 μg/L이였고, 복부 비만에서 가장

연구는 2005년과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1년간 119,181

높은 삼분위수의 평균 수은 농도는 8.08 μg/L으로 유의한 차

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데이터를 사

이가 관찰되지 않았다(Table 2에서는 제시하지 않음). 이는

용하여 수행되었다. 혈액 중금속 검사, 건강면접 자료, 건강검

수은의 역할이 비만의 형성과 복부비만의 형성에 둘 다 중요하

진 자료가 누락된 피험자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연구 모집단

다는 것을 암시한다. 본 연구에서 복부 비만에서의 오즈비

에 포함될 자격이 있는 1,844명(남성 972명, 여성 872명)으

(Model 3에서 5.36배)가 비만에서의 오즈비(Model 3에서

로 구성되었다. 비만과 복부 비만은 혈중 수은 증가(P＜0.001)

4.46배)보다 높은 것을 볼 때 수은은 복부 비만의 형성에 더 큰

및 알라닌 아미노전이효소(ALT) 증가(P＜0.001) 모두와 관련

역활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Table 3). 특히 수은과 ALT의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란요인들을 보정한 결과, 높은 ALT

호 관계는 체질량지수(P for interaction=0.009) 또는 허리둘

수치와 가장 높은 삼분위수의 수은 수치에 동시에 해당되는 사람

레(P for interaction=0.012)에 대해 각각 유의하게 관찰되었

은 비만(오즈비 4.46, 95%, 신뢰구간 2.23∼8.90, P＜0.001)

는데, 이는 이 상호 관계가 비만의 형성과 복부비만의 형성을 가

및 복부 비만(오즈비 5.36, 95%, 신뢰구간 2.57∼11.17, P＜0.001)

속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와 같은 점은 이전 선행 연구와 일치

의 위험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은과 ALT의 상호 관계

한다[26]. 비만과 복부비만에 대한 수은과 ALT 요인 간의 상호

는 체질량지수(P for interaction=0.009)와 허리둘레(P for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가 필요하다.

interaction=0.012)에 대해 각각 유의하게 관찰되었는데, 이는

비만은 보통 과도한 영양 섭취와 에너지 불균형으로 인한 체지

이 상호 관계가 비만과 복부 비만에 기여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방의 축적으로 발생한다. 특히 앉아있는 생활 방식으로 인한 에
너지 불균형이 비만의 병인과 관련되어 있지만, 환경 노출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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