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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valuated the correlation between serum uric acid level and the nutrients adequacy ratio (NAR) 
using data from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2016∼2019. This 
is a cross-sectional study in which 6,579 Korean male adults were divided into quartiles according to their 
uric acid levels. All analyses were performed with adjusted age. Uric acid decreased as the age increased 
from the age group 19∼29 years to 30∼49 years and then to 50∼64 years. Interquartile results of serum 
uric acid levels showed that increases in the serum uric acid levels were associated with decreases in 
LDL-cholesterol (P＜0.01), triglycerides (P＜0.001), body weight (P＜0.001), waist circumference (P＜0.001), 
body mass index (P＜0.001), systolic blood pressure (SBP) (P＜0.001), diastolic blood pressure (DBP) (P＜0.001). 
However, uric acid levels decreased with an increase in HDL cholesterol (P＜0.001). The analysis of the 
NARs according to the quartiles of serum uric acid levels in men showed that an increase in serum uric acid 
levels was associated with a decrease in the NAR levels of dietary fiber (P＜0.001), calcium (P＜0.001), and 
folic acid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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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요산(uric acid)은 퓨린 대사의 최종 산물로서 생체 

내 de novo 합성과정에서 핵산의 분해과정을 통해 대

부분(600 mg/d)이 생성되고, 소량(100 mg/d)은 식이를 

통해 섭취된다(Richards & Weinman 1996; Shin 등 

2009). 이후 간에서의 분해 및 합성과정을 통해 퓨린

복합체가 만들어지고, xanthine oxidase의 작용을 통해 

요산으로 대사된다(Kanellis 2004). 
요산의 항상성 유지를 위하여 인체 내에는 요산을 

allantoin으로 분해시키는 uricase(또는 urate oxidase)가 

존재하지 않아서 장과 신장을 통해 매일 700 mg 가

량의 요산이 배설되어야 한다. 장내세균에 의해 분해

되는 양의 총 30%는 장을 통해 배설되며, 정상 대변

에서는 요산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70% 정도는 신

장의 사구체와 근위세뇨관를 통해 배설되는데, 이때 

신장에 문제가 생겨 배설에 장애가 생김으로 오랜 기

간 고요산혈증에 노출되면 연부조직이나 관절 내에 

불용성 요산이 침착되어 통풍결절이 생기게 된다

(Shin 등 2009).
통풍은 면역반응에 의해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염

증성 질환으로, 퓨린의 대사 변화와 요산 배설의 저

하로 혈중의 요산이 포화 상태를 넘어 주로 관절에 

요산 결정이 침착되어서 나타나게 된다(Sharaf 등 

2017). 최근에는 통풍 이외에도 고혈중요산농도가 만

성질환 및 대사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다

수 진행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높은 요산농도가 대

사증후군의 각 변수들과 상관관계가 있고 또한 고혈

압과도 관련이 있으며(Choi & Ford 2007; Forman 등 

2007; Lim & Moon 2020) 높은 LDL 콜레스테롤(저밀

도 콜레스테롤)은 심혈관질환의 위험도를 상승시키는 

인자이므로(Stone 등 2014)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LDL 콜레스테롤을 낮게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Lloyd-Jones 등 2017). 
또한 요산 상승치가 높을수록 LDL 콜레스테롤 상승

의 위험도를 높인다는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Peng 등 2015; Kuwabara 등 2018).

한편 이상지질혈증, 복부비만, 고혈압, 고혈당 등의 

요인으로 대사증후군이 나타나는데(Expert Panel on 
Detection, Evaluation, and Treatment of High Blood 
Cholesterol in Adults 2001) 여러 연구에서 혈청요산이 

대사증후군의 합병증과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고요산혈증은 심혈관질환의 독립적인 위험 요

인으로, 수축기혈압 10 mmHg, 총콜레스테롤 20 mg/dL 
증가와 비등하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도 있고(Alderman 
등 1999) 혈청요산이 증가되어 있는 환자에서 제2형 

당뇨병이 많이 발생하고(Perry 등 1995), 요산 배출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고인슐린혈증에 기인한다고 하는 

연구도 있다(Rocić 등 2005; Oh 등 2006).
또한 요산의 증가는 대사증후군의 원인인 동시에 

결과라고 밝혀졌는데(Nakagawa 등 2006), 대사증후군

에서 나타나는 인슐린 저항성은 혈중 요산농도를 높

이는 요인인 신장에서의 요산 재흡수를 증가시키며

(Quiñones 등 1995) 요산농도가 높아지면 인슐린 저항

성을 다시 촉진시키는 요인인 nitric oxide 활성이 저

해되기도 한다. 요산 생성 촉진과 연관이 있는 내장

비만에서 free fatty acid의 간으로 이동 과정 또한 대

사증후군과의 연관성을 보고하였다(Nakagawa 등 2006; 
Shin & Han 2018). 이렇듯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통

풍의 발병과 고요산혈증의 관계에 대한 연구나 대사

증후군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자체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사증

후군과 혈중 요산농도에 대한 연관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으나(Park 등 2016) 성인 남자의 혈청요산농

도에 따른 혈액 지표 및 영양소 섭취량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성인 남자의 

혈청요산농도에 따른 혈액 지표 및 영양소 적정섭취

비와의 관련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J Korean Diet Assoc 28(3):169-181, 2022 | 171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제7기(2016∼2018)와 제8기(2019) 1차년

도 원시자료 중 ‘건강설문조사’, ‘검진조사’ ‘영양조

사’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였다. 위 기간에 해당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대상자는 총 32,379명이었으며, 이 

중 만 19세 미만, 만 65세 이상 대상자를 제외한 만 

19∼64세의 성인 남자 6,579명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

는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허가를 획득하였으며 IRB 승인번호는 SYU 
2022-04-020이다. 

2. 일반사항

연구대상자의 나이, 성별 등 인구통계학적 정보와 

음주경험 여부, 평생흡연 여부 등의 생활습관 정보는 

건강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령은 한국

인 영양소 섭취기준에 의거하여 19∼29세, 30∼49세, 
50∼64세로 구분하였다.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허리둘레, 신장, 체중, 혈압 등의 주요 건강지

표는 검진조사를 통하여 측정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체질량지수는 체중(kg)을 신장(m2)으로 나누어 계산하

였다. 혈압은 계측 전 최소 5분의 안정시간을 갖고 

앉는 자세에서 수은혈압계를 이용해 3회를 측정하여 

2차와 3차의 평균값으로 하였다. 

3. 혈액지표 및 소변지표

검진조사 자료인 혈액 및 소변검사 결과를 분석하

였다. 혈액 검사는 공복시간 최소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채혈하였다. 혈액지표로는 요산, 헤모글로빈, 헤

마토크릿, SGOT, SGPT, 혈중요소질소, 크레아티닌, 
공복혈당,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TG/HDL비를 분석하였다. 소변지표

로는 요산도, 요단백, 요당, 요케톤, 요크레아티닌, 요

나트륨, 요칼륨을 분석하였다. 혈청요산농도의 사분위 

기준은 1.1∼5.2 mg/dL, 5.3∼6.0 mg/dL, 6.1∼6.8 
mg/dL, 6.9∼13.1 mg/dL이다. 

4. 열량 및 영양소 섭취량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은 건강한 개인 및 집단을 대상으로 식생활 및 

식생활 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국민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식사와 관련된 만성질환의 위험을 감

소시켜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수명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량 기준이다. 
연령 구분은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 따라 19∼29세, 
30∼49세, 50∼64세로 구간을 정하였다.

5. 영양소 적정 섭취비(Nutrient adequacy 

ratio: NAR) 

영양소 적정 섭취비는 개인의 특정 영양소 섭취량

을 권장섭취량 또는 충분섭취량으로 나눈 값이다(Ryu 
등 2022). 11가지 영양소 섭취의 적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대상자의 성별, 연령별에 해당하는 권장섭취량 

또는 충분섭취량 대비 섭취비율을 구했다. 즉, 단백

질, 식이섬유, 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엽산, 비타민 C, 칼슘, 칼륨, 철의 NAR을 산출하였다.

6. 통계분석

자료의 분석은 SPSS 25.0(IBM SPSS Statistics 25.0 
for Windows, IBM SPSS Inc., Chicago, IL, USA)프로

그램을 이용하였으며, 혈중 요산농도를 사분위로 나

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요산 사분위 기준은 1.1∼5.2 
mg/dL, 5.3∼6.0 mg/dL, 6.1∼6.8 mg/dL, 6.9∼13.1 
mg/dL 이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는 복합표

본으로 설계된 데이터이므로 복합표본설계를 반영한 

후 일반선형모형을 통해 사분위 그룹 간의 평균 차이

를 분석하였고, 다중비교 모형에 사용하는 Bonferr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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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Value

Age (year)

  19∼29 22.4 (0.7)

  30∼49 46.6 (0.9)

  50∼64 30.9 (0.7)

Height (cm) 172.66±0.10

Weight (kg)  73.84±0.17

Waist circumference (cm)  86.38±0.14

BMI1) (kg/m2)  24.73±0.05

SBP2) (mmHg) 118.74±0.22

DBP3) (mmHg)  79.35±0.17

Uric acid (mg/dL)   6.05±0.02

  19∼29   6.32±0.041

  30∼49   6.13±0.029

  50∼64   5.72±0.030

Fasting glucose (mg/dL) 100.80±0.32

Smoking

  None 47.2 (0.8)

  Smoking 52.8 (0.8)

Alcohol

  None 9.2 (0.4)

  Monthly 55.3 (0.7)

  Weekly 35.4 (0.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error or percentage (standard 
error)
1) BMI: body mass index
2) SBP: systolic blood pressure
3)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사후검정을 통해 연구가설을 검정하였다. 복합설계 

요소(층, 군집, 가중치)는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

조사 원시자료 이용지침서에 따라 적용하였다. 신뢰

수준(confidence interval, CI)은 95%로 하였으며 P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

다. 변수들의 측정치는 평균값±표준오차(standard er-
ror, SE)로 표시하였다. 

결 과

1. 일반사항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다. 성인 

남자 총 6,579명 중 19∼29세는 22.4%(1,116명), 30∼
49세는 46.6%(2,962명), 50∼64세는 30.9%(2,501명)이
었다. 평균 신장은 172.66±0.10 cm, 체중은 73.84±0.17 
kg, 허리둘레는 86.38±0.14 cm, 그리고 신장과 체중으

로 산출한 체질량지수는 24.73±0.05 kg/m2
이었다. 수축

기혈압과 이완기혈압은 각각 118.74±0.22 mmHg, 79.35±0.17 
mmHg였으며 요산과 공복혈당은 각각 6.05±0.02 mg/dL, 
100.80±0.32 mg/dL이었다. 요산(P＜0.001)은 나이 구

분에 따라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나이

가 19∼29세(6.32±0.041)에서 30∼49세(6.13±0.029), 
50∼64세(5.72±0.030)로 증가함에 따라 값은 낮게 나

타났다. 현재흡연 여부 비율(표준오차)은 비흡연자가 

47.2%(0.8), 흡연자가 52.8%(0.8)로 나타났다. 최근 1년
간 음주 빈도 비율(표준오차)은 비음주자가 9.2%(0.4), 
월간음주자는 55.3%(0.7), 주간음주자는 35.4%(0.7)로 

나타났다. 

2. 혈청요산농도 사분위에 따른 임상 지표 분석과 

사후검정

혈청요산농도 사분위에 따른 신체 계측 지표와 혈

액 지표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혈청요산농

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1사분위군에 비해 혈청요산농

도가 높은 4사분위군에서 공복혈당(P＜0.001), HDL 
콜레스테롤(P＜0.001), 요산도(P＜0.001), 요당(P＜0.001), 
소변 나트륨 배설량(P＜0.001)은 유의적으로 낮았다. 
반면 체중(P＜0.001), 허리둘레(P＜0.001), 체질량지수

(P＜0.001), 수축기혈압(P＜0.001), 이완기혈압(P＜0.001), 
헤모글로빈(P＜0.001), 헤마토크릿(P＜0.001), SGOT 
(P＜0.001), SGPT(P＜0.001), BUN(P＜0.001), 총콜레

스테롤(P＜0.001), 중성지방(P＜0.001), LDL 콜레스테

롤(P＜0.05), TG/HDL 콜레스테롤(P＜0.001), 요산도

(P＜0.001)은 요산농도가 높은 4사분위군에 비해 요산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1사분위군에서 더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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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inical characteristics by quartile of serum uric acid levels among subjects.

Variables
Quartile of serum uric acid levels

P-value
Post-hoc analysis

1.1∼5.21)

(N=1,787)
5.3∼6.02)

(N=1,640)
6.1∼6.83)

(N=1,483)
6.9∼13.14)

(N=1,566) 1 vs 2 1 vs 3 1 vs 4 2 vs 3 2 vs 4 3 vs 4

Uric Acid (mg/dL)   4.51±0.02   5.65±0.01   6.42±0.01   7.72±0.02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Height (cm) 172.56±0.16 172.46±0.16 172.71±0.17 172.97±0.17 0.754 1.000 1.000 0.233 0.088 0.088 0.754

Weight (kg)  70.97±0.30  71.89±0.33  74.23±0.31  78.56±0.35 ＜0.001 0.113 ＜0.001 ＜0.001 ＜0.001 ＜0.001 ＜0.001

WC5) (cm)  83.96±0.24  84.73±0.27  86.73±0.25  90.27±0.29 ＜0.001 0.070 ＜0.001 ＜0.001 ＜0.001 ＜0.001 ＜0.001

BMI6) (kg/m2)  23.80±0.09  24.15±0.10  24.85±0.09  26.20±0.11 ＜0.001  0.022 ＜0.001 ＜0.001 ＜0.001 ＜0.001 ＜0.001

SBP7) (mmHg) 116.95±0.35 117.96±0.40 118.76±0.41 121.23±0.39 ＜0.001 0.185 0.003 ＜0.001 0.427 ＜0.001 ＜0.001

DBP8) (mmHg)  77.45±0.26  78.61±0.29  79.60±0.31  81.91±0.29 ＜0.001 0.005 ＜0.001 ＜0.001 0.043 ＜0.001 ＜0.001

Hemoglobin (g/dL)  15.33±0.03  15.47±0.03  15.56±0.03  15.58±0.03 ＜0.001 0.002 ＜0.001 ＜0.001 0.073 ＜0.001 ＜0.001

Hematocrit (%)  46.24±0.09  46.59±0.09  46.79±0.09  46.77±0.09 ＜0.001 0.007 ＜0.001 ＜0.001 0.238 0.409 1.000

SGOT9) (IU/L)  24.55±0.44  23.44±0.27  25.22±0.51  29.50±0.60 ＜0.001 0.360 0.484 ＜0.001 0.005 ＜0.001 ＜0.001

SGPT10) (IU/L)  26.46±0.67  26.28±0.48  29.38±0.60  37.14±0.82 ＜0.001 1.000 0.004 ＜0.001 ＜0.001 ＜0.001 ＜0.001

BUN11) (mg/dL)  14.50±0.12  14.59±0.10  14.71±0.10  15.18±0.13 ＜0.001 1.000 0.548 ＜0.001 1.000 0.001 0.011

Creatinine (mg/dL)   0.92±0.01   0.93±0.00   0.95±0.00   0.99±0.01 ＜0.001 1.000 ＜0.001 0.075 ＜0.001 0.001 ＜0.001

Glucose (mg/dL) 104.42±0.88  99.54±0.55  98.61±0.38 100.29±0.42 ＜0.001 ＜0.001 ＜0.001 ＜0.001 0.476 0.839 0.006

T-Cholesterol (mg/dL) 186.52±0.93 191.30±1.00 196.34±0.97 201.44±1.07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Triglycerides (mg/dL) 139.08±3.32 148.81±3.34 167.24±4.17 204.18±4.49 ＜0.001 0.109 ＜0.001 ＜0.001 0.002 ＜0.001 ＜0.001

HDL-cholesterol (mg/dL)  50.02±0.30  48.80±0.33  47.83±0.33  45.32±0.31 ＜0.001 0.011 ＜0.001 ＜0.001 0.100 ＜0.001 ＜0.001

LDL-cholesterol (mg/dL) 114.48±2.20 117.03±2.15 120.50±1.99 121.23±1.66 0.036 1.000 0.133 0.036 0.723 0.365 1.000

TG/HDL   3.22±0.12   3.54±0.13   3.97±0.13   5.11±0.15 ＜0.001 0.201 ＜0.001 ＜0.001 0.051 ＜0.001 ＜0.001

Urinary PH   5.90±0.02   5.77±0.02   5.73±0.02   5.60±0.02 ＜0.001 ＜0.001 ＜0.001 ＜0.001 0.487 ＜0.001 ＜0.001

U-Protein12) (mg/dL)   0.20±0.01   0.21±0.01   0.21±0.01   0.25±0.02 0.169 1.000 1.000 0.169 1.000 0.216 0.435

U-glucose (mg/dL)   0.28±0.02   0.13±0.02   0.06±0.01   0.05±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1.000

U-keton (mg/dL)  0.073±0.009  0.073±0.01  0.074±0.01  0.093±0.01 0.633 1.000 1.000 0.528 1.000 0.633 0.767

U-creatinine(mg/dL) 189.46±2.51 196.17±2.52 197.50±2.81 192.45±2.54 0.075  0.150 0.075 1.000 1.000 0.875 0.562

U-sodium (mEq/dL) 122.93±1.39 122.05±1.35 114.25±1.44 110.14±1.35 ＜0.001 1.000 ＜0.001 ＜0.001 ＜0.001 ＜0.001 0.099

U-potassium (mEq/dL)  50.69±0.69  51.78±0.70  51.67±0.69  51.28±0.70 0.661 0.661 0.855 1.000 1.000 1.000 1.000
The data were analyzed by complex samples general linear model with Bonferroni hypothesis tests. (Adjusted by age)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E
1) 1st quartile
2) 2nd quartile
3) 3rd quartile
4) 4th quartile
5) WC: waist circumference
6) BMI: body mass index
7) SBP: systolic blood pressure
8)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9) SGOT: serum 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
10) SGPT: serum glutamate pyruvate transaminase
11) BUN: blood urea nitrogen
12) U-: uri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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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nergy and nutrient intakes by quartile of serum uric acid levels among male subjects.

Variables
Quartile of serum uric acid levels

P-value
Post-hoc analysis

1.1∼5.21)

(N=1,787)
5.3∼6.02)

(N=1,640)
6.1∼6.83)

(N=1,483)
6.9∼13.14)

(N=1,566) 1 vs 2 1 vs 3 1 vs 4 2 vs 3 2 vs 4 3 vs 4

Energy (kcal) 2,432.72±28.31 2,483.73±28.14 2,470.36±30.83 2,425.28±31.54 0.567 0.567 1.000 1.000 1.000 0.469 0.881

Water (g) 1,114.80±18.38 1,122.73±17.21 1,173.62±19.77 1,120.51±18.77 0.084 1.000 0.084 1.000 0.136 1.000 0.125

Water (cup)    5.68±0.09    5.73±0.10    6.04±0.10    6.20±0.10 ＜0.001 1.000 0.017 ＜0.001 0.097 0.005 0.840

Protein (g)   90.06±1.23   90.88±1.27   91.00±1.37   89.85±1.4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Fat (g)   58.20±1.04   60.68±1.17   60.72±1.32   59.54±1.26 0.317 0.317 0.450 1.000 1.000 1.000 1.000

SFA5) (g)   18.95±0.39   19.62±0.41   19.65±0.49   19.20±0.44 0.699 0.699 0.839 1.000 1.000 1.000 1.000

MUFA6) (g)   18.87±0.40   19.82±0.45   19.83±0.51   19.85±0.49 0.308 0.308 0.461 0.339 1.000 1.000 1.000

PUFA7) (g)   14.71±0.27   15.29±0.30   15.28±0.32   14.57±0.31 0.407 0.407 0.549 1.000 1.000 0.305 0.348

N38) (g)    2.11±0.05    2.20±0.06    2.25±0.06    2.15±0.06 0.179 0.603 0.179 1.000 1.000 1.000 0.678

N69) (g)   12.58±0.24   13.05±0.26   13.01±0.28   12.38±0.26 0.488 0.488 0.743 1.000 1.000 0.239 0.326

Cholesterol (mg)  314.51±6.87  322.84±7.37  319.13±7.34  323.09±7.3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rude fiber (g)   26.85±0.37   27.35±0.40   26.39±0.38   25.26±0.37 0.006 1.000 1.000 0.006 0.225 ＜0.001 0.073

Sugar (g)   68.67±1.33   70.64±1.37   70.65±1.47   64.95±1.30 0.146 0.845 0.926 0.146 1.000 0.008 0.011

Calcium (mg)  601.53±9.74  587.60±9.59  589.57±9.71  555.45±8.57 ＜0.001 0.908 1.000 0.001 1.000 0.030 0.025

Sodium (mg) 4,308.65±63.59 4,292.41±62.55 4,277.91±66.12 4,232.35±72.2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Potassium (mg) 3,190.69±39.88 3,227.49±38.75 3,233.04±38.90 3,115.71±39.06 0.563 1.000 1.000 0.563 1.000 0.100 0.087

Iron (mg)   14.26±0.22   14.14±0.23   13.89±0.22   13.61±0.24 0.116 1.000 0.668 0.116 1.000 0.320 1.000

Vitamin A (μg R.E)  417.92±10.17  448.86±14.61  445.94±17.77  419.13±11.52 0.270 0.270 0.519 1.000 1.000 0.303 0.583

β-Carotene (μg) 2,988.73±70.74 3,043.87±71.04 2,932.32±65.01 3,027.29±74.49 1.000 1.000 1.000 1.000 0.732 1.000 0.937

Retinol (μg)  168.16±7.60  194.49±12.66  201.37±16.30  166.29±8.90 0.215 0.251 0.215 1.000 1.000 0.198 0.164

Thiamin (mg)    1.63±0.02    1.66±0.024    1.66±0.030    1.57±0.025 0.311 1.000 1.000 0.311 1.000 0.040 0.064

Riboflavin (mg)    1.94±0.03    1.96±0.029    1.97±0.030    1.90±0.032 1.000 1.000 1.000 1.000 1.000 0.432 0.294

Niacin (mg)   16.31±0.23   16.67±0.26   16.95±0.29   16.49±0.28 0.256 0.855 0.256 1.000 1.000 1.000 0.785

Folic acid (μg)  364.97±4.98  361.80±5.10  363.75±5.30  341.12±4.43 ＜0.001 1.000 1.000 0.001 1.000 0.004 0.002

Vitamin C (mg)   68.87±2.23   65.56±2.24   69.88±2.30   63.70±2.54 0.380 0.912 1.000 0.380 0.508 1.000 0.211
The data were analyzed by complex samples general linear model with Bonferroni hypothesis tests. (Adjusted by age)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E
1) 1st quartile
2) 2nd quartile
3) 3rd quartile
4) 4th quartile 
5) SFA: saturated fatty acids
6) MUFA: monounsaturated fatty acids
7) PUFA: polyunsaturated fatty acids
8) N3: Omega 3 fatty acids
9) N6: Omega 6 fatty acids

요중크레아티닌, 요단백, 요케톤, 소변 칼륨 배설량은 

군 간에 유의적이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사후검정 

결과 이완기혈압과 총콜레스테롤은 1사분위군과 2사

분위군, 1사분위군과 3사분위군, 1사분위군과 4사분

위군, 2사분위군과 3사분위군, 2사분위군과 4사분위

군, 3사분위군과 4사분위군의 비교에서 모두 유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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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콜레스테롤은 1
사분위와 2사분위, 2사분위와 3사분위, 3사분위와 4사

분위의 값이 P＜0.01이고, 그 외 모든 군 간의 유의

값이 P＜0.001이었다. 이완기혈압은 1사분위군과 2사
분위군(P＜0.01), 1사분위군과 3사분위군(P＜0.001), 1
사분위군과 4사분위군(P＜0.001), 2사분위군과 3사분

위군(P＜0.05), 2사분위군과 4사분위군(P＜0.001), 3사
분위군과 4사분위군(P＜0.001)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

지수, SGPT와 중성지방은 1사분위군과 3사분위군, 1
사분위군과 4사분위군, 2사분위군과 3사분위군, 2사

분위군과 4사분위군, 3사분위군과 4사분위군의 비교

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과 

허리둘레는 1사분위군과 2사분위군을 제외한 모든 군 

간에 유의값이 P＜0.001이었고, 체질량지수는 1사분위

군과 2사분위군(P＜0.05)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그 외 모든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01). 
SGPT는 1사분위군과 3사분위군(P＜0.01), 1사분위군

과 4사분위군(P＜0.001), 2사분위군과 3사분위군(P＜0.001), 
2사분위군과 4사분위군(P＜0.001), 3사분위군과 4사분

위군(P＜0.001)비교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중성지방은 1사분위군과 3사분위군(P＜0.001), 1사분

위군과 4사분위군(P＜0.001), 2사분위군과 3사분위군

(P＜0.01), 2사분위군과 4사분위군(P＜0.001), 3사분

위군과 4사분위군(P＜0.001)비교에서 유의적인 차이

가 나타났다. 헤모글로빈, HDL 콜레스테롤, 요산도는 

2사분위군과 3사분위군을 제외한 1사분위군과 2사분

위군, 1사분위군과 3사분위군, 1사분위군과 4사분위군, 
2사분위군과 3사분위군을 제외한 모든 군 간에 비교

적 유의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당은 3사

분위군과 4사분위군을 제외한 모든 군 간의 유의값이 

P＜0.001이었다. 요나트륨은 1사분위군 2사분위군, 3
사분위군과 4사분위군을 제외한 모든 군 간의 유의값

이 P＜0.001이었다.

3. 혈청요산농도 사분위에 따른 열량과 영양소 

섭취량 분석과 사후검정

혈청요산농도 사분위에 따른 열량과 영양소 섭취

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혈청요산농도가 

높은 4사분위군에서 식이섬유(P＜0.001), 칼슘((P＜0.001), 
엽산(P＜0.001)의 섭취량이 가장 낮았다. 사후검정 결

과에서 단백질 섭취량은 모든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물(컵)의 섭취량의 사후검정 결

과는 1사분위군과 3사분위군(P＜0.05), 1사분위군과 

4사분위군(P＜0.001), 2사분위군과 4사분위군(P＜0.01)에
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4사분위군의 물(컵) 섭취

량은 6.20±1.10컵으로 가장 높으며 3사분위군(6.04± 
0.10컵), 2사분위군(5.73±0.10컵), 1사분위군(5.68±0.09컵) 
순으로 나타났다. 식이섬유 섭취량의 사후검정 결과 

1사분위군과 4사분위군(P＜0.01), 2사분위군과 4사분

위군(P＜0.001)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4사분위군의 식이섬유 섭취량은 25.26±0.37 g
로 4사분위군 중 가장 낮았으며 1사분위군과 2사분위

군의 값은 각각 26.85±0.37 g, 27.35±0.40 g이었다. 당 섭

취량은 2사분위군과 4사분위군(P＜0.01), 3사분위군과 4사

분위군(P＜0.05)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3사분위군(70.65±1.47 g), 2사분위군(70.64±1.37 
g), 4사분위군(64.95±1.30 g)순으로 나타났다. 칼슘의 

섭취량의 사후분석 결과 2사분위군과 4사분위군(P＜0.05), 
3사분위군과 4사분위군(P＜0.05)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사분위군(589.57±9.71 mg), 
2사분위군(587.60±9.59 mg), 4사분위군(555.45±8.57 mg)
순으로 나타났다. 티아민 섭취량의 사후분석 결과는 

2사분위군과 4사분위군(P＜0.05) 비교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고, 4사분위군의 섭취량은 1.57±0.025 mg
로 2사분위군의 섭취량(1.66±0.024 mg)보다 유의적으로 

낮았다. 엽산의 섭취량의 사후검정 결과 1사분위군

과 4사분위군(P＜0.01), 2사분위군과 4사분위군(P＜0.01), 
3사분위군과 4사분위군(P＜0.01)의 비교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고, 4사분위군의 섭취량은 341.12±4.43 g
로 가장 낮았고 2사분위군(361.80±5.10 μg), 3사분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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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Nutrients adequacy ratio (NAR) by quartile of serum uric acid levels among subjects.

Variables
Quartile of serum uric acid levels

P-value
Post-hoc analysis

1.1∼5.21)

(N=1,787)
5.3∼6.02)

(N=1,640)
6.1∼6.83)

(N=1,483)
6.9∼13.14)

(N=1,566) 1 vs 2 1 vs 3 1 vs 4 2 vs 3 2 vs 4 3 vs 4

Protein %RNI 141.89±1.93 143.19±1.99 143.22±2.12 141.30±2.22 0.56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rude fiber %RNI  89.50±1.23  91.16±1.34  87.96±1.25  84.21±1.22 0.006 1.000 1.000 0.001 0.225 0.000 0.073

Calcium %RNI  76.83±1.24  75.06±1.23  75.20±1.23  70.87±1.09 ＜0.001 0.923 1.000 0.001 1.000 0.025 0.024

Potassium %RNI  91.16±1.14  92.21±1.11  92.37±1.11  89.02±1.12 0.563 1.000 1.000 0.563 1.000 0.100 0.087

Iron %RNI 142.58±2.20 141.42±2.27 138.88±2.21 136.14±2.36 0.116 1.000 0.668 0.116 1.000 0.320 1.000

Vitamin A %RNI  53.34±1.30  57.38±1.91  56.89±2.29  53.49±1.48 0.268 0.268 0.545 1.000 1.000 0.293 0.603

Thiamin %RNI 136.00±1.92 138.19±2.02 138.35±2.49 131.24±2.09 0.311 0.845 0.933 0.311 0.959 0.040 0.064

Riboflavin %RNI 129.07±1.89 130.81±1.91 131.52±2.02 126.75±2.12 1.000 1.000 0.769 1.000 0.796 0.432 0.294

Niacin %RNI 101.96±1.41 104.19±1.61 105.96±1.84 103.09±1.77 0.256 0.855 0.256 0.618 0.523 0.918 0.523

Folic acid %RNI  91.24±1.24 90.45±1.28  90.94±1.32  85.28±1.11 ＜0.001 1.000 1.000 0.380 1.000 0.004 0.002

Vitamin C %RNI  68.87±2.23 65.56±2.24  69.88±2.30  63.70±2.54 0.380 0.608 0.723 0.380 0.339 0.608 0.211
The data were analyzed by complex samples general linear model with Bonferroni hypothesis tests. (Adjusted by age)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E
1) 1st quartile
2) 2nd quartile
3) 3rd quartile
4) 4th quartile

(363.75±5.30 μg), 1사분위군(364.97±4.98 μg) 순으로 나

타났다. 

4. 혈청요산농도 사분위에 따른 영양소 

적정섭취비 분석과 사후검정

혈청요산농도 사분위에 따른 영양소 적정섭취비 

분석과 사후검정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혈청요산농

도 사분위에 따른 영양소 적정섭취비는 혈청요산농도

가 증가함에 따라 식이섬유의 영양소 적정섭취비

(P＜0.01), 칼슘의 영양소 적정섭취비(P＜0.001), 엽산

의 영양소 적정섭취비(P＜0.001)는 유의적으로 낮았

다. 그러나 단백질의 영양소 적정섭취비와 비타민 A 
영양소 적정섭취비, 티아민의 영양소 적정섭취비, 리

보플라빈의 영양소 적정섭취비, 칼슘의 영양소 적정

섭취비, 철의 영양소 적정섭취비, 비타민 C 영양소 

적정섭취비는 군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사후검정 결과를 보면, 단백질 적정섭취비는 모든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식이섬유 

적정섭취비는 1사분위군과 4사분위군(P＜0.001), 2사분

위군과 4사분위군(P＜0.001) 비교에서 유의적인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사분위군의 식이섬유 적

정섭취비는 84.21±1.22 %RNI로 4사분위군중 가장 낮

았으며 1사분위군과 2사분위군의 값은 각각 89.50± 
1.23 %RNI, 91.16±1.34 %RNI이었다. 칼슘 적정섭취

비는 1사분위군과 4사분위군(P＜0.01), 2사분위군과 4사
분위군(P＜0.05), 3사분위군과 4사분위군(P＜0.05) 비교

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4사분위군의 칼슘 

적정섭취비는 70.87±1.09 %RNI로 가장 낮으며 1, 2, 
3사분위군의 값은 각각 76.83±1.24 %RNI, 75.06± 
1.23 %RNI, 75.20±1.23 %RNI이었다. 티아민 적정섭취비

는 2사분위군과 4사분위군(P＜0.05) 비교에서 유의적

인 차이가 나타났고, 가장 낮은 4사분위군의 적정섭

취비는 131.24±2.09 %RNI, 2사분위군은 138.19±2.02 
%RNI이었다. 엽산의 적정섭취비 사후검정 결과는 

2사분위군과 4사분위군(P＜0.01), 3사분위군과 4사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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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4사분위군의 

적정섭취비는 85.28±1.11 %RNI로 가장 낮으며 2사분위

군과 3사분위군은 각각 90.45±1.28 %RNI, 90.94±1.32 
%RNI이었다. 

고 찰

최근 질병 예방과 건강수명 증진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영양섭취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는 만큼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 또한 늘고 있

다.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결

핍증만 아니라, 과잉 섭취로 인한 문제도 만성질환과 

관련이 되어 건강을 해치는 중요한 문제로 제시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20). 혈중 요산농도는 남녀 모두에

서 대사증후군 관련 인자와 유의적인 관련성을 나타

내어(Park 등 2016) 만성질환의 요인이 되는 지표로 

대두되고 있다.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가 여

자보다 요산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

이 낮을수록 요산이 전반적으로 높았는데(Seok 등 

2020) 본 연구에서는 혈청요산농도가 높은 4사분위군

에서 식이섬유 섭취량이 낮았다.
한 선행연구에서 노인을 포함한 일부 종합검진자, 

남자 3,097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에도 혈중 요산

농도가 낮은 군에서 높은 군으로 연령이 51.3세에서 

47.0세로 낮은 차이를 나타내어 본 연구결과와 같은 

경향이었다. 그러나 여자 종합검진자(2,426명)의 경우

는 혈중 요산농도가 낮은군에서 높은 군으로 갈수록 

연령이 47.5세에서 53.5세로 유의적으로 높아져서 성

별 간의 차이를 보였다(Park 등 2016). Johnson 등

(2003)에 의해 폐경기 여성의 에스트로겐 대사가 혈

중 요산농도의 상승이 유발되는 대표적인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보고된 바, 여성의 폐경 여부로 인해 

연령에 따른 요산농도가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

이는 것이라 사료된다. 이는 대사증후군, 심혈관 질환

과 관련된 혈중 요산농도에 대한 향후 연구에서 남녀 

대상자에 대한 접근과 중재가 달라야 함을 보여준다

고 하여(Park 등 2016) 본 연구에서는 남자만을 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요산농도 사분위수 군 간의 단백질 섭

취량은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연구

에서 특정 식이 성분은 요산농도와 관련이 있어 육류

와 생선은 퓨린 함량이 높기 때문에 요산농도를 증가

시킬 수 있으며(Choi 등 2005; Lee 등 2006; Schmidt 
등 2013), 유제품은 요산 배설을 증가시켜(Lee 등 

2006; Dalbeth & Palmano 2011; Schmidt 등 2013) 요

산농도를 낮출 수 있다고 하였다. 군 간의 단백질 섭

취량과 적정섭취비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육류와 생선의 증가 요인을 유제품이 감소시켰을 것

으로 사료되나 추후에 식품군별 섭취빈도 및 섭취량

에 대한 분석을 제안한다.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참가자 19세 이상 성인 2,966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

과 커피섭취량이 많을수록 혈중 요산농도가 유의하게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지만(Seok 등 2020) 열량이나 

영양소 섭취와의 관련성은 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

다. 본 연구에서는 혈청요산농도가 높은 4사분위군에

서 식이섬유(P＜0.001), 칼슘(P＜0.001), 엽산(P＜0.001)
의 섭취량이 가장 낮았다. 다르게 표현하면 요산농도

가 낮은 1사분위군이 4사분위군보다 식이섬유의 섭취

량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식이섬유, 칼슘, 엽산은 과

일과 채소의 섭취를 증가하였을 때 섭취량이 증가할 

수 있는 영양소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사후검정 

결과 퓨린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단백질 적정섭취비

가 4사분위군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4사분

위군은 식이섬유, 칼슘, 엽산 적정섭취비가 2사분위군 

또는 3사분위군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식이섬유, 칼슘, 엽산 섭취의 상대적인 부족이 

요산의 농도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NHANES 자료를 활용하여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미국 성인을 연령별 계층화 분석(45세 미만, 45세 이

상)한 연구에서 고요산혈증의 위험과 총 식이섬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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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얼 섬유 섭취량 사이에 음의 상관성이 일관되게 

나타났다(Sun 등 2019). 쥐에게 식이섬유(셀룰로오스, 
키틴, 키토산, 이눌린 및 크산탄 검)는 효모 RNA에 

의해 유도된 혈청 및 소변의 요산 및 알란토인 상승

을 억제하고 대변으로 요산의 배설이 증가하였다. 실

험은 3% 효모 RNA 및 5% 식이섬유를 20일(실험 1) 
또는 5일(실험 2) 동안 공급하였고 점도가 높은 식이

섬유가 RNase A에 의한 RNA 소화 억제 및 공장으

로의 퓨린 화합물 흡수 억제와 더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였다(Koguchi 등 2002). 고요산혈증은 생활

습관병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세계 여러 곳에서 유병

률이 증가하고 있다. 임상 연구에서 식이섬유 섭취는 

혈청요산농도를 감소시킨다. 최근 역학 연구 보고서

에 따르면 고요산혈증의 수치가 높을수록 만성 신장 

질환, 비만, 고혈압, 당뇨병 및 심혈관 질환 등의 동

반 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식이섬유 섭취는 고요

산혈증 및 동반 질환의 위험이 현저히 낮아진다

(Koguchi 등 2019). Zou 등(2021)의 연구에 따르면 과

일에 존재하는 과당, 퓨린, 폴리페놀, 비타민 C, 식이

섬유 및 무기질이 혈청요산농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과일은 건강에 좋은 음식이나 과일에는 과당과 

소량의 퓨린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대사의 산물은 요

산이다. 과당과 퓨린 대사에 의해 합성된 요산 외에

도 크산틴 산화효소 억제, 요산의 재흡수 감소 및 

UA의 배설 개선이 혈청요산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섬유소는 대표적으로 중성지방과 혈

청 콜레스테롤의 혈중 농도를 조절하는 유효한 성분

인데 그 중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은 소장 

내에서 다른 영양성분을 포함한 단백질 등을 둘러싸 

이들의 흡수에 물리적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제안된 

바 있다(Seog 등 2002).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선

행연구에서 섬유소의 섭취가 많을수록 대사증후군 위

험도는 낮게 나타났고 카로틴의 경우 항산화제와 항

염증제로 작용하여 대사증후군 위험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등 2018). 단백질 섭취를 증

가시키면서 칼슘섭취를 증가시키지 않으면 소변의 칼

슘 배설이 증가하는데 이는 단백질이 신사구체의 여

과율을 증가시켜 칼슘 여과도 증가시키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경우 식

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때보다 소변의 칼슘 배설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oo 등 1988). 다른 연구에

서는 육류에 포함된 인의 함량 때문에 육류를 다량 

섭취하였을 때 육류 외의 단백질을 증가시킨 것보다 

요중 칼슘 배설이 저하되었다는 결과도 있다(Spencer 
등 1978). 단백질 섭취 시 핵산과 단백질 합성에 관

여하는 비타민 B군에 속하는 엽산을 비롯하여 식이

섬유나 칼슘 등을 포함한 균형잡힌 영양소 섭취가 반

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인 

성인 남자 중 특히 고요산혈증인 경우 식생활과 영양

섭취의 문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혈청요산농도

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섭취량이 낮은 영양소

인 식이섬유, 칼슘, 엽산의 섭취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균형잡힌 식생활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제7기와 제8기 1차년도(2019년) 국민건

강영양조사 자료의 19세∼64세 성인 남자의 혈청요산

농도 사분위에 따라 분석하여 영양소 적정섭취비율 

및 혈액 지표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요산농도는 나이가 19∼29세(6.32±0.041)에서 30∼

49세(6.13±0.029), 50∼64세(5.72±0.030)로 증가함에 

따라 낮게 나타났다.
2. 나이를 보정하여 혈청요산농도 사분위에 따른 신

체 계측 지표와 혈액 지표 분석과 사후검정 결과 

혈청요산농도가 높은 군에서 공복혈당 HDL 콜레

스테롤, 요산도, 요당, 소변 나트륨 배설량은 유의

적으로 낮았다. 반면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릿, 
SGOT, SGPT, BUN, 크레아티닌, 총 콜레스테롤, 중

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TG/HDL 콜레스테롤 요

산농도가 높은 군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다. 사후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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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결과 이완기혈압과 총 콜레스테롤은 1사분위군

과 2사분위군, 1사분위군과 3사분위군, 1사분위군

과 4사분위군, 2사분위군과 3사분위군, 2사분위군

과 4사분위군, 3사분위군과 4사분위군의 비교에서 

모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

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중성지방, 헤모글로빈, 
HDL 콜레스테롤, 요산도, 요당, 요나트륨에서 모

든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3. 나이를 보정하여 혈청요산농도 사분위에 따른 열

량과 영양소 섭취량 분석과 사후검정 결과 혈청요

산농도가 높은 4사분위군에서 식이섬유, 칼슘, 엽

산의 섭취량이 유의하게 낮았다. 물 섭취량(컵)의 

섭취량은 유의적으로 높았다. 사후검정 결과 단백

질 섭취량은 모든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물(컵), 식이섬유, 당, 칼슘, 티아민, 
엽산 섭취량에서 군 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

다. 식이섬유, 칼슘, 엽산 섭취량의 경우 요산농도

가 가장 높은 4사분위군에서 가장 낮았다.
4. 나이를 보정하여 혈청요산농도 사분위에 따른 영

양소 적정섭취비는 혈청요산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식이섬유, 칼슘, 엽산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

으며 점차 감소하였다. 식이섬유, 칼슘, 티아민, 엽

산 적정섭취비의 경우도 요산농도가 가장 높은 4
사분위군에서 가장 낮았다.

본 연구는 성인남자를 대상으로 혈액 지표와 열량 

및 영양소 섭취량 및 영양소 적정 섭취비를 나이를 

보정하여 혈청요산농도 사분위에 따라 분석하였으나 

식품별 섭취량과 섭취빈도를 분석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고요산군인 4사분위군에서 식이섬유, 칼

슘, 엽산의 적정섭취비율이 다른 군에 비해 유의적으

로 낮아 섭취량을 증가시켜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고요산혈증 환자를 위한 영양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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