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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구의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로 만성신장질환(chronic kidney dis-

ease, CKD)의 유병률 및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 만성신장질환의 전 

세계적인 유병률의 증가는 비만 유병률의 증가와도 무관하지 않다. 

2017년 전 세계 만성신장질환자의 유병률은 9.1%이며, 1990년 이후 

만성신장질환의 동반질환이 말기신부전으로의 진행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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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Due to the aging of population and increase of chronic diseases worldwide, the prevalence of chronic kidney disease (CKD) is on the rise. 

The increase of CKD is connected to the development of end-stage renal diseases (ESRD) and the occurrence of death caused by ESRD. This study 

explored the risk factors affecting the progression of CKD patients to ESRD using the sample cohort database built by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

ance Service. Methods: This study targeted 2,354 new patients to whom the CKD occurred between 2003 and 2012. The development of ESRD of the 

CKD patients was checked through the number of cases per 1,000 person years. Significance was confirmed through the t-test and Wilcoxon signed-rank 

test. For the factors affecting the occurrence of ESRD by risk factor of comorbidities, the Cox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 analysis was carried out. 

Results: The average routing period of the subjects of this study was 2.98 ± 2.69 years. 105.69 cases of ESRD among CKD patients took place per 1,000 

person years during the observation period. The proportional hazard of CKD patients’ ESRD became higher as the subjects’ age became younger (50-59, 

HR = 0.76; 60-69, 0.64; 70-79, HR = 0.63), and the proportional hazard was higher from the subjects having proteinuria (Yes, HR = 2.16), high hypertension 

(Yes, HR = 1.38), diabetes mellitus (Yes, HR = 1.23), and anemia (Yes, HR = 1.77) (All p< 0.05). Conclusions: Risk factors for the progression of CKD to ESRD 

were low age group (less than 60), underweight (less than 23), diabetes, hypertension, and anemia patients. To control the occurrence of ESRD that 

increases social and economic burdens, along with death risk,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ndividualized treatment plan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and risks of patients based on each type of comorb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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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의 증가율을 보였다[1]. 2009년 발표된 전국 7개 도시에 거주하는 

3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만성신장질환 유병률은 13.7%로 

나타났다[2]. 사구체여과율이 60 mL/min 이하인 중등도 이상의 유병

률은 2018년 남자 3.1%, 여자 1.7%이며, 특히 70세 이상의 고령자에서는 

15.1%라는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3]. 

사구체여과율(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eGFR) 15 mL/min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21032/jhis.2020.45.4.356&domai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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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 또는 영구적인 신대체요법(reanl replacement therapy, RRT)이 필

요한 상태인 말기신부전(end-stage renal disease, ESRD)은 신장의 기능

을 원래대로 회복시킬 수 없는 만성신장질환의 5단계에 해당한다[4]. 

만성신장질환이 말기신부전으로 진행하면 개인에게는 사회, 경제, 의

료적 위기로서 투석환자의 의료비용은 신장질환이 없는 환자에 비해 

10배 이상이며, 말기신부전 환자의 의료비용이 전체 국가의료비용의 

3.2-4.1%를 차지하여 막대한 국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5,6]. 

말기신부전의 유병률을 보여주는 혈액투석, 신장이식 등 신대체요법 

시행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국내 말기신부전 현황은 

말기신부전 환자 등록사업을 처음 시작한 1986년 대비 약 40배 이상 

증가하였다[3]. 최근 10년간 투석환자는 3배가량 증가하였고 5년 이상 

장기 투석환자는 전체에서 46-50%를 차지하고 있다[5,7]. 

만성신장질환이 말기신부전으로 진행 및 악화된 경우, 암보다 생존

율이 낮고 진료비 지출이 커 선진국에선 국가 차원에서 관리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8]. 말기신부전의 주요 원인인 당뇨병이 동반된 말기신

부전은 전체 환자의 과반수를 넘었고, 약제사용 및 입원진료로 인한 

의료비의 부담이 1.6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9]. 말기신부전 주요 

원인의 45-50%를 당뇨병, 25%를 고혈압으로 보고되고 있으나[4,10], 만

성신장질환 환자 장기추적 정책용역 연구인 ‘유형별 만성신장질환 생

존 및 신기능 보존 장기 추적조사 연구’를 통해 비만과 대사이상, 흡연 

등의 위험요인도 밝혀졌다[11]. 만성신장질환 환자 중, 비만 또는 대사

이상이 있는 환자에서 말기신부전으로 진행 위험성이 약 1.4배 증가하

였다. 또한, 비흡연자에 비해 과거 및 현재 흡연자의 만성신장질환의 악

화 위험도가 각각 약 1.7배, 1.8배 증가하였다. 독립적으로 말기신부전

의 위험을 높인다는 대사증후군과 기타 다른 질환들과의 연관성 및 

그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만성신장질환 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행동, 동반하는 증상과 질환의 위험 인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년 7월부터 정책 및 

학술연구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대규모 청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만성

신장질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신체적 건강상태 및 행동, 동반 증상 

및 질환 등이 말기신부전으로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정도를 탐

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만성신장질환자의 궁극적인 치료 목적인 

말기신부전으로의 진행 및 악화를 제어하기 위한 개별화된 관리 방안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자용 빅데이터(big data)인 표본

코호트 database (DB)를 이용하였다. 표본코호트 자료는 2002년 건강

보험 가입자의 자격 DB로부터 전 국민의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

의 2.2% (1,025,340명에 해당)의 표본을 성별, 연령별, 소득 수준별로 층

화 표본 추출한 자료이다[12]. 여기에는 사회, 경제적 변수(성, 연령, 거

주지, 소득수준 등)와 통계청 자료를 연계해 사망연월, 사망원인 코드

로 구성된 ‘자격 DB’와 건강검진결과 및 문진(건강행태)자료로 구성된 

‘건강검진 DB’, 상병과 처방정보를 포함한 진료 청구 내역으로 구성된 

‘진료 DB’, 요양기관 정보가 포함된 ‘요양기관 DB’로 구축되어 있다[13].

2003년부터 2012년에 최소 1회 이상 ICD-10 기준 N18.N18.X (N18, 

N18.1, N18.2, N18.3, N18.4, N18.5, N18.9)로 청구된 환자는 6,309명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 및 제외기준에 따라 선정된 총 연

구대상자 수는 2,354명이다(Figure 1).

연구도구

만성신장질환

본 연구의 대상자인 만성신장질환은 국제질병분류 제10차 개정판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CD-10) 기준 ‘N18 (만성 신장

병), N18.1 (만성 신장병;1기), N18.2 (2기), N18.3 (3기), N18.4 (4기), N18.5 

(5기), N18.9 (상세불명의 만성 신장병)’로 청구된 환자 중 신대체요법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코드가 없이 입원 진료 1회 이상 또는 

외래진료 2회 이상 청구된 환자로 정의하였다[14,15]. 만성신장질환을 

처음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위해 기준년도(만성신장질환 발

생년도) 이전 ICD-10 코드 ‘N18 (만성신장병), N19 (상세불명의 신부전), 

I12 (고혈압성 신장병), I13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 E10.2 (신장합병

Figure 1. Operational definition of chronic kidney disease patients.

2002-2012 (n=1,025,340)

ICD10 N18.* code appearance at 
least once in 2003-2012 (n=6,309)

Study population 
(n=2,354)

One or more hospitalizations under the ICD10 N18.* 
code in the base year or Patients with two or more 

outpatient claims (n=3,974)

Exclusions: Subjects with a history 
of CKD or ESRD treatment prior to 

the baseline year (n=44)

Exclusions: Under the age of 20, 
or over the age of 80 (n=165)

Exclusions: Those who have missing 
medical checkup data (n=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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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을 동반한 1형 당뇨병), E11.2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E13.2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4.2 (신장합병증을 동반

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및 신대체요법이 청구된 환자는 제외하였다. 

말기신부전

말기신부전은 ICD-10 기준 ‘N18, N19, I12, I13, E10.2, E11.2, E13.2, 

E14.2’와 신대체요법 수가코드(혈액투석 ‘O7011-O7020’, 복막투석 

‘O7071-O7075’, 신장이식 R3280)가 함께 청구된 첫 시점을 발생일로 

정의하였다[16]. 

동반질환

Table 1은 본 연구에서 독립변인으로 사용된 증상 및 동반질환에 대

한 변수의 조작적 정의이다. 단백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및 빈혈은 

건강검진 결과치를 기반으로 대상자를 추출하였으며, 뇌졸중, 심박세

동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은 ICD-10 질병코드 및 입원, 외래 진료 등의 

청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출하였다(Table 1).

Charlson Comorbidity Index (CCI)

CCI는 의무기록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유방암 환자의 1년 사망률을 

예측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동반상병 측정도구이다. 총 22개의 질병에 

가중치를 두어 합산하는 방식으로 심근경색(myocardial infarction) 등

의 질병에는 1점의 가중을, 당뇨합병증(diabetes with chronic complica-

tions) 등에는 2점, 심각한 간질환(severe liver diseases)에는 3점, 에이즈

(AIDS/HIV)는 6점의 가중을 부여한다[17]. 관찰기간 내 해당 동반질

환에 대한 ICD 코드 출현 시 점수를 부여하였다. CCI는 관심사건 발

생 이전 1년간의 의료기록 내역을 기반으로 연산하였다. 

연구모형

코호트 진입 후, 만성신장질환 발생년도를 기준으로 동반질환의 측

정 기간은 1년 이전으로 정의하였다. 만성신장질환 진단 이전에 동반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를 포함하였으므로, 연구대상자는 기준년

도 시점에서 말기신부전으로의 악화 요인으로써의 영향력을 알아보

기 위해 Figure 2와 같이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만성신장질환자의 말기신부전증 발생 시간을 관찰하였

다. 관찰시간은 만성신장질환 첫 진단일로부터 관심사건의 첫 발생일, 

관찰이 중단된 날 또는 관찰 종료 시점으로 정의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Chi-squared test) 및  

t-test를 시행하였다. 만성신장질환자의 말기신부전증 발생까지의 관찰

기간을 추적하였으며, t-test와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Wilcoxon signed 

rank test)으로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만성신장질환자의 말기신부전증 

발생에 영향을 끼치는 위험인자별 비례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콕스의 

비례위험 회귀분석(Cox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 analysis)을 시

행하였다. 만성신장질환자의 말기신부전의 누적발생률은 캐플란-마이

어 분석(Kaplan-Meier method)을 통해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은 

통계 패키지 R 4.0.0으로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특성 

연구대상자로 선정된 2,354명의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연구대상자 

중 남성이 1,483명(63.0%)이며, 60-69세의 연령은 711명(30.2%)이다. 체질

Table 1. Operational definition of variables for comorbidities

Variables Details

Proteinuria Subjects with positive (+1- +4) urine test results
Hypertension Subjects with a blood pressure of 140/90 mmHg or higher as a result of medical examination
Diabetes mellitus Subjects whose fasting blood glucose level is 126 mg/dL or higher as a result of the blood test 
Dyslipidemia Subjects whose total cholesterol level is 240 mg/dL or higher as a result of the blood test 
Anemia Subjects whose hemoglobin level is less than 13 g/dL for men and less than 12 g/dL for women as a result of 

the blood test
Stroke Subjects with disease code (ICD-10) I63, who were prescribed antithrombotic or anticoagulant or antiplatelet 

therapy at the same time, and are admitted at least once or have a claim for outpatient treatment at least 
twice a year

Atrial fibrillation Those who have a disease code of (ICD-10) I48 and are admitted at least once or have a claim for outpatient 
treatment at least twice a year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Those who have disease code (ICD-10) J43, J44 and are admitted at least once or have a claim for outpatient 
treatment at least twice a year

Charlson comorbidity score Calculated based on medical history for 1 year before the occurrence of the event of interest (ESRD)

ESRD, end-stage renal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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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도를 보였다. CCI는 0점인 대상자에 비해 CCI 점수가 3점 이상일 때 

약 1.1배(95% CI = 0.94-1.38, p= 0.180)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Table 4). 

량지수(body mass index, BMI)가 비만에 해당하는 25 kg/m2 이상인 대

상자는 946명(40.2%)으로 나타났다. 단백뇨가 양성인 대상자는 751명

(31.9%)이었다. 고혈압을 동반한 경우는 629명(26.7%), 당뇨는 639명

(27.1%), 이상지질혈증은 415명(17,6%), 빈혈은 775명(32.9%)이었다. 심방

세동을 동반한 대상자는 90명(3.8%), 뇌졸중은 431명(18.3%), 만성폐쇄

성폐질환은 141명(6.0%)이었다. CCI는 3점 이상의 대상자는 1,004명

(42.7%), CCI 0점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629명(26.7%)이었다(Table 2).

대상자 특성과 동반질환에 따른 차이

총 연구대상자 2,354명의 평균 추적기간은 6,560.15인년(2.98 ± 2.69

년)이었다. 말기신부전증 발생자는 744명(31.6%), 미발생자는 1,610명

(68.4%)이었다. 연령(p = 0.000), BMI (p = 0.008)와 단백뇨(p = 0.000), 고

혈압(p= 0.000), 당뇨(p= 0.003), 빈혈(p= 0.000), 뇌졸중(p= 0.000), 만성

폐쇄성폐질환(p = 0.024), CCI (p = 0.023)가 말기신부전 발생과 관련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p< 0.05) (Table 3).

만성신장질환자의 말기신부전증 발생 위험비

만성신장질환자의 말기신부전증은 1,000인년(Person-year)당 105.49

건이 발생하였으며, 말기신부전 발생까지의 평균 관찰기간은 1.44 ±

1.87인년, 중앙 관찰기간은 0.66인년이었다. 만성신장질환자의 말기신

부전증으로의 진행 위험에 대한 분석 결과, 위험인자는 연령, BMI, 단

백뇨, 고혈압, 당뇨, 빈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0.05). 연령에 따

른 비례위험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으며(50-59세 hazard ratio, HR =  

0.76; 95% confidence interval, 95% CI = 0.62-0.94, p = 0.010; 60-69세 

HR = 0.64, 95% CI = 0.52-0.79, p = 0.000; 70-79세 HR = 0.63, 95% CI =  

0.50-0.79, p = 0.000), BMI가 25 이상인 비만 대상자는 23 미만 저체중 

대상자에 비해 약 0.8배(95% CI = 0.67-0.94, p= 0.009) 낮았다. 단백뇨가 

있는 대상자는 단백뇨가 없는 대상자에 비해 약 2.2배(95% CI =  1.86-

2.51, p = 0.000) 높았다. 고혈압이 있는 대상자의 비례위험은 약 1.4배

(95% CI =1.18-1.61, p = 0.000) 높았으며, 당뇨는 약 1.2배(95% CI =1.05-

1.45, p= 0.012), 빈혈은 약 1.8배 (95% CI =1.51-2.06, p= 0.000)로 높은 위

Table 2. Characteristic of study participants

Variables Descriptions n %

Demographic
   Gender Male 1,483 63.0

Female 871 37.0
   Age (y) <50 462 19.6

50-59 516 21.9
60-69 711 30.2
70-79 665 28.2

Health behavior
   Body mass index <23 841 35.7

23-24 519 22.0
≥25 946 40.2
Missing 5   0.2

Comorbidity
   Proteinuria No 1,603 68.1

Yes 751 31.9
   Hypertension No 1,725 73.3

Yes 629 26.7
   Diabetes mellitus No 1,715 72.9

Yes 639 27.1
   Dyslipidemia No 1,939 82.4

Yes 415 17.6
   Anemia No 1,579 67.1

Yes 775 32.9
   Atrial fibrillation No 2,264 96.2

Yes 90   3.8
   Stroke No 1,923 81.7

Yes 431 18.3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No 2,213 94.0
Yes 141   6.0

   Charlson comorbidty index 0 629 26.7
1-2 721 30.6
≥3 1,004 42.7

Figure 2. Study design associated with follow-up from cohort entry to event occurrence. CKD, chronic kidney disease; ESRD, end-stage renal diseases.

Cohort entry

Unexposed

Comorbidity CKD Event;ESRD

Ex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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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신장질환자의 말기신부전 누적발생률

연령에 따른 만성신장질환자의 2년 이내 말기신부전 누적발생률은 

50세 미만 대상자에서 32.6%, 4년 이내 누적발생률은 40.0%로 가장 높

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발생률이 낮았다. 고혈압의 경우, 2년 이내 말

기신부전 누적발생률은 31.3%, 4년 이내 누적 발생률은 41.0%이었다. 

당뇨는 2년 이내 말기신부전 누적발생률은 31.6%, 4년 이내 누적발생

률은 40.7%이었다. 빈혈은 2년 이내 말기신부전 누적발생률은 39.8%,  

4년 이내 누적발생률은 52.6%이었다(Figure 3). 

고 찰

전 세계적으로 5억 명(성인 10명 중 1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신장질

환을 가지고 있으며, 150만 명 이상이 말기신부전으로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통해 삶을 유지하고 있다[6]. 2016년 건강보험통계 연보에 따르

Table 3. Differences between the ESRD and non-ESRD

Variables
ESRD (n=744) Non-ESRD (n=1,610)

p
n % n %

Demographic
   Gender 0.768
      Male 465 62.5 592 36.8
      Female 279 37.5 1,018 63.2
   Age (y) 0.000
      <50 197 26.5 265 16.5
      50-59 190 25.5 326 20.2
      60-69 204 27.4 507 31.5
      70-79 153 20.6 512 31.8
Health behavior
   BMI 0.008
      <23 297 39.9 544 33.8
      23-24 270 36.3 676 42.0
      ≥25 173 23.3 389 24.2
      Missing 4 0.5 1 0.1
Comorbidity
   Proteinuria 0.000
      No 357 48.0 1,246 77.4
      Yes 387 52.0 364 22.6
   Hypertension 0.000
      No 504 67.7 1,221 75.8
      Yes 240 32.3 389 24.2
   DM 0.003
      No 505 67.9 1,210 75.2
      Yes 239 32.1 400 24.8
   Dyslipidemia 0.877
      No 611 82.1 1,328 82.5
      Yes 133 17.9 282 17.5
   Anemia 0.000
      No 384 51.6 1,195 74.2
      Yes 360 48.4 415 25.8
   AF 0.653
      No 1,546 207.8 1,546 96.0
      Yes 26 3.5 64 4.0
   Stroke 0.000
      No 591 79.4 1,332 82.7
      Yes 153 20.6 278 17.3
   COPD 0.024
      No 712 95.7 1,501 93.2
      Yes 32 4.3 109 6.8
   CCI 0.023
      0 219 29.4 410 25.5
      1-2 200 26.9 521 32.4
      ≥3 325 43.7 679 42.2

ESRD, end-stage renal diseases; BMI, body mass index; DM, diabetes melli-
tus; AF, atrial fibrillation; 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CI, Charlson comorbidty index.

Table 4. Hazard ratio of end-stage renal diseases

Variables Descriptions HR 95% CI p

Demographic
   Gender Male 1 - -

Female 0.93 0.80-1.08 0.323
   Age (y) <50 1 - -

50-59 0.76 0.62-0.94 0.010
60-69 0.64 0.52-0.79 0.000
70-79 0.63 0.50-0.79 0.000

Health behavior
   BMI <23 1 - -

23-24 0.87 0.72-1.05 0.152
≥25 0.80 0.67-0.94 0.009

Comorbidity
   Proteinuria No 1 - -

Yes 2.16 1.86-2.51 0.000
   Hypertension No 1 - -

Yes 1.38 1.18-1.61 0.000
   DM No 1 - -

Yes 1.23 1.05-1.45 0.012
   Dyslipidemia No 1 - -

Yes 1.01 0.83-1.22 0.923
   Anemia No 1 - -

Yes 1.77 1.51-2.06 0.000
   AF No 1 - -

Yes 1.08 0.73-1.61 0.699
   Stroke No 1 - -

Yes 1.04 0.87-1.26 0.648
   COPD No 1 - -

Yes 0.74 0.51-1.06 0.101
   CCI 0 1 - -

1-2 0.89 0.73-1.09 0.263
≥3 1.14 0.94-1.38 0.179

HR, Hazard ratio; CI, confidential interval; BMI, body mass index; DM, dia-
betes mellitus; AF, atrial fibrillation; 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CI, Charlson comorbid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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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만성신장질환 환자수는 2009년 9만 명에서 2016년 19만 명으로 늘

어나 7년간 10만 명이 증가하였으며, 단일상병 기준 진료비 상위 2위 

(1조 6,914억 원)를 차지할 정도로 의료비 지출 규모가 크다[18]. 또한, 

대한신장학회 말기신부전 환자 등록사업 결과에 의하면 2016년 투석

이나 이식을 받은 말기신부전 환자 수는 94,000명에 이른다[6].

노인 인구의 급증에 따른 신장질환 환자의 증가로 이들 질환의 유병

률, 위험인자분석 및 관련 질환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요구가 증가하

고 있으나 관련된 연구는 고혈압 및 당뇨 질환에 국한되어 다른 동반

질환 또는 동반질환의 중증도에 따른 적절한 관리 대책이 어려웠다. 만

성신장질환 환자에서 말기신부전으로 진행을 예측하기 위한 임상적 

알고리즘은 단백뇨와 혈청 크레아티닌(creatinine) 검사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비용효과나 예측도에 대한 검토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만성신장질환의 말기신부전증으로의 진행에 영향

을 미치는 위험인자를 대상자의 동반질환의 관점에서 탐색하였다. 만

성신장질환자의 말기신부전으로의 진행에 유의한 위험인자는 연령, 

체질량지수, 단백뇨, 고혈압, 당뇨, 빈혈로 분석되었다. 

연령은 만성신장질환자의 말기신부전 발생에 유의한 결과를 보였

다.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성신장질환자의 말기신부전 발생은 연

령이 낮을수록 비례위험이 높으며[19,20], 본 연구에서도 만성신장질

환자의 말기신부전 비례위험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다. 누적발생률 

분석 결과 말기신부전의 2년 이내 발생률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다. 

50세 미만의 낮은 연령에 만성신장질환을 진단받은 환자는 좋은 삶의 

질 영위를 위해 말기신부전으로의 진행 및 악화를 제어하기 위한 적극

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체질량지수가 낮을수록 말기신부전으로의 비례위험이 0.8배 낮았

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20세 이상 한국인 1,000만 명을 대상으로  

8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저체중이 당뇨병 환자의 말기신부전 위험도

를 60% 높이는 강력한 요소임이 나타났다[21]. 투석을 받지 않은 약간 

Figure 3. Cumulative incidence of end-stage renal diseases. (A) age, (B) hypertension, (C) diabetes mellitus, (D) ane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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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된 신부전환자 환자 376명을 추적 관찰하였을 때 체질량지수가 

가장 낮은 4분위수군과 가장 높은 4분위수군에서 높은 사망률을 나

타냈고 다른 동반질환이 없는 환자만 따로 분석하였을 때 비만은 생

존율에 나쁜 영향을 주었고 위험도는 1.5배로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

다[22,23].

고혈압은 만성신장질환의 원인이자 말기신부전으로 이행시키는 위

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24,25]. 본 연구결과에서도 고혈압을 가진 만

성신장질환자의 말기신부전증 발생 비례위험과 누적발생률이 유의하

게 높았다. Li et al. [26]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만성신장질환을 가진 고

혈압 환자 중 수축기 혈압 145 mmHg 이상인 경우 만성신장질환의 악

화가 유의하게 높았다. 따라서 고혈압을 가진 만성신장질환 환자의 말

기신부전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한 혈압 관리가 강조된다.

말기신부전의 원인으로 당뇨병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2년에는 20% 

수준에 그쳤으나 2015년에는 48.4%로 증가하였다[10]. 사구체신염에 

의한 말기신부전증 발생증가 추세가 둔화된 반면, 당뇨병성신증에 의

한 말기신부전증의 발생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둔화되지 않거나 오히

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27]. 본 연구결과에서도 당뇨를 동반

한 만성신장질환자의 말기신부전증 발생 비례위험과 누적발생률이 유

의하게 높았다. 

빈혈은 혈액 내에 적혈구가 부족한 상태를 말하며, 혈액 내의 적혈

구 수나 혈색소 수치 검사를 통해 진단한다[28]. 빈혈은 만성신장질환

의 흔한 합병증으로 신장기능이 감소할수록 빈혈의 유병률이 증가한

다[29,30]. 본 연구결과, 빈혈을 가진 만성신장질환자의 말기신부전 발

생 위험비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덴마크의 대규모 인구 

기반 코호트 연구[31]에서는 빈혈이 있는 만성신장질환자의 말기신부

전 비례위험은 1.27-1.91배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다변수로 보정한 말기신부전의 비례위험 1.77배와 유사한 결과이다. 

빈혈은 적절한 치료를 통해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말기신부전 예방

을 위해서는 만성신장질환 진단 초기부터 적극적인 빈혈 관리가 필요

하다. 

당뇨병, 고혈압 환자가 지속적으로 단백뇨가 나오면 만성신장질환

이 있음을 시사한다[32]. 본 연구결과에서 단백뇨를 가진 만성신장질

환자는 말기신부전증으로의 진행 및 악화의 위험요인으로 비례위험

과 누적발생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는 만성신장질환의 말기신부전증으로의 진행에 영향을 미

치는 위험인자를 대상자의 동반질환의 관점에서 탐색하기 위해 건강

검진 및 청구자료를 활용한 대규모 인구 기반의 연구라는 강점을 가진

다. 또한 사회인구학적 변수 및 건강관리 행동 변수뿐만 아니라, 대상

자의 동반질환과 동반질환 중증도 변수에 따른 만성신장질환의 말기

신부전증으로의 진행에 대해 다각도 측면의 분석을 통해 발생률과 발

생 비례위험을 평가하여 환자 특성과 그 위험도에 따라 개별화된 치료

계획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미국신장재단과 국제신장학회의 만성신장질환 정의는 콩

팥 손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콩팥 손상 유무와 관계없이 3개월 

이상 혈청 크레아티닌으로 추정한 사구체여과율이 60 mL/min/1.73 m2 

미만으로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33].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ICD-10 코

드 기준의 진단정보를 활용하여 만성신장질환을 정의하였다. 건강검

진 실시기준 제정∙고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 DB의 

혈청 크레아티닌 결과 정보는 2008년부터 축적되었기 때문이다[34].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고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ICD-10 코드 외 입원 및 외래 방문 횟수를 고려하였다. 둘째, 고혈압, 당

뇨, 빈혈, 이상지질혈증의 임상의의 진단과 약물 복용력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는 해당 동반질환에 따른 발생 위험이 과소평가 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검사결과로 변수를 정의함으로써 약물복용에도 불구하

고 해당 질환이 조절되지 상태를 반영하여 위험도를 추정하였다는 의

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베이스는 만성신장질환자 

연구용 맞춤형 표본코호트가 아닌 전국민의 2.2%의 표본에 해당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연구대상자의 수와 평균 추적 관찰기간이 충분히 길

지 않았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만성신장질환자의 맞춤형 코호트 연구

가 필요하다.

결 론

만성신장질환의 말기신부전으로의 진행 및 악화는 연령이 낮을수

록 저체중일 때 위험이 높았으며, 당뇨 및 고혈압뿐만 아니라, 빈혈을 

동반한 대상자들에게 발생 위험비율이 높았다. 국내에서는 당뇨, 암, 

심뇌혈관질환 등과 달리 만성신장질환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이 활성

화되지 않은 실정이다. 사회경제적 부담 증가와 사망위험을 높이는 말

기신부전의 발생 억제 및 생존율 향상을 위해 각 위험인자, 고위험군

에 대한 검진과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예방 및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ORCID

Hwa Jeong Seo https://orcid.org/0000-0002-6050-2104

REFERENCES

1. GBD Chronic Kidney Disease Collaboration. Global, regional, and 

national burden of chronic kidney disease, 1990-2017: a systematic 

https://orcid.org/0000-0002-6050-2104


Effects of Comorbidities of Chronic Kidney Disease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http://www.e-jhis.org | 363

analysis for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 2017. Lancet 2020; 

395:709-733. DOI: 10.1016/S0140-6736(20)30045-3

2. Chin HJ. Therapeutic consideration for the elderly patients with end 

stage renal disease. Korean J Med 2013;85(1):29-32 (Korean). DOI: 

10.3904/kjm.2013.85.1.29

3.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8 National health statis-

tics. Available at https://knhanes.cdc.go.kr/knhanes/sub04/sub04_03.

do?classType=7 [accessed on August 17, 2020].

4.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National Health 

Information Portal, End-Stage Renal Disease; ESRD. Available at https://

health.cdc.go.kr/health/HealthInfoArea/HealthInfo/View.do?idx=2200 

[accessed on August 17, 2020].

5. Cha J. The impact of physical, psychological, social factors on illness 

burden of long-term hemodialysis patients in South Korea. J Health 

Info Stat 2018;43(3):159-166 (Korean). DOI: 10.21032/jhis.2018.43.3. 

159

6. Yang CW. Current status and future in patients with end stage renal 

disease in Korea. J Korean Med Assoc 2013;56(7):560-561 (Korean). 

DOI: 10.5124/jkma.2013.56.7.560

7. The Korean Society of Nephrology. Current renal replacement therapy 

in Korea. Current status of Korean renal replacement therapy in 2018. 

Available at http://www.ksn.or.kr/rang_board/list.html?code=sinchart 

[accessed on August 17, 2020].

8. Jin DC, Yun SR, Lee SW, Han SW, Kim W, Park J. Current characteris-

tics of dialysis therapy in Korea: 2015 registry data focusing on elderly 

patients. Kidney Res Clin Pract 2016;35:204-211. DOI: 10.1016/j.krcp. 

2016.09.006

9. Kim DJ, Kim J, Kim H, Min KW, Park SW, Park IB, et al. Current sta-

tus of diabetic end-stage renal disease using Korean health insurance 

database. J Korean Diabetes Assoc 2006;30(5):355-336 (Korean). DOI: 

10.4093/jkda.2006.30.5.355

10. Son YK, Oh JS, Oh HJ, Shin YH, Kim JK. Clinical outcome of kidney 

transplantation in patients with diabetic nephropathy. Korean J Med 

2009;77(3):321-327 (Korean). DOI: 10.1016/j.transproceed.2010.09. 

009

11. Ahn C. A 10-year longitudinal study on the patient survival and renal 

survival by specific causes of the chronic kidney disease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6 (Korean).

12. Lim CY, Kang SU, Youk TM. Analysis of thyroid cancer trends and in-

fluencing factors us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data. Ilsan: NHIS Il-

san Hospital Instutute of Health Insurance and Clinical Research; 2015 

(Korean).

13. Seo HJ, Noh DY. Care pathway for cancer survivorship in Korea: trend 

of breast cancer pathway from 2003 to 2010. Healthc Inform Res 2017; 

23(2):119-125 (Korean). DOI: 10.4258/hir.2017.23.2.119

14. Kim SH, Jo MW, Go DS, Ryu DR, Park J. Economic burden of chronic 

kidney disease in Korea using national sample cohort. J Nephrol 2017; 

30(6):787-793. DOI: 10.1007/s40620-017-0380-3

15. Kim KM, Oh HJ, Choi HY, Lee H, Ryu DR. Impact of chronic kidney 

disease on mortality: a nationwide cohort study. Kidney Res Clin Pract 

2019;38(3):382-390 (Korean). DOI: 10.23876/j.krcp.18.0128

16. Choi HS, Han KD, Oh TR, Kim CS, Bae EH, Ma SK, et al. Smoking 

and risk of incident end-stage kidney disease in general population: a 

nationwide population-based cohort study from Korea. Sci Rep 2019; 

9(1):19511. DOI: 10.1038/s41598-019-56113-7

17. Quan H, Sundararajan V, Halfon P, Fong A, Burnand B, Luthi JC, et  

al. Coding algorithms for defining comorbidities in ICD-9-CM and 

ICD-10 administrative data. Med Care 2005;43(11):1130-1139. DOI: 

10.1097/01.mlr.0000182534.19832.83

18.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2016 Health insur-

ance statistical yearbook. Available at https://www.nhis.or.kr/menu/

boardRetriveMenuSet.xx?menuId=F3321 [accessed on August 17, 2020].

19. Grams ME, Yang W, Rebholz CM, Wang X, Porter AC, Inker LA, et al. 

Risks of adverse events in advanced CKD: the chronic renal insufficien-

cy cohort (CRIC) study. Am J Kidney Dis 2017;70(3):337-346. DOI: 

10.1053/j.ajkd.2017.01.050

20. Tonelli M, Wiebe N, James MT, Klarenbach SW, Manns BJ, Ravani P, 

et al. A population-based cohort study defines prognoses in severe 

chronic kidney disease. Kidney Int 2018;93(5):1217-1226. DOI: 10. 

1016/j.kint.2017.12.013

21. Kim YH, Kang JG, Lee SJ, Han KD, Ihm SH, Cho KH, et al. Under-

weight increases the risk of end-stage renal diseases for type 2 diabetes 

in Korean population: data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Health Checkups 2009-2017. Diabetes Care 2020;43(5):1118-1125. 

DOI: 10.2337/dc19-2095

22. Caravaca F, Martin MV, Barroso S, Arrobas M, Ruiz-Calero R, Garcia 

MC, et al. Obesity and mortality in advanced chronic renal failure pa-

tients. Nefrologia 2004;24(5):453-462.

https://knhanes.cdc.go.kr/knhanes/sub04/sub04_03.do?classType=7
https://knhanes.cdc.go.kr/knhanes/sub04/sub04_03.do?classType=7
https://knhanes.cdc.go.kr/knhanes/sub04/sub04_03.do?classType=7
https://knhanes.cdc.go.kr/knhanes/sub04/sub04_03.do?classType=7
http://www.ksn.or.kr/rang_board/list.html?code=sinchart
https://www.nhis.or.kr/menu/boardRetriveMenuSet.xx?menuId=F3321
https://www.nhis.or.kr/menu/boardRetriveMenuSet.xx?menuId=F3321


Hwa Jeong Seo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364 | http://www.e-jhis.org

23. Yoon YS, Park HS. Obesity and chronic kidney disease. Korean J Obes 

2009:18(4);123-130 (Korean).

24. Currie CJ, Berni ER, Berni TR, Jenkins-Jones S, Sinsakul M, Jermutus L, 

et al. Major adverse cardiovascular events in people with chronic kid-

ney disease in relation to disease severity and diabetes status. PLoS One 

2019;14(8):e0221044. DOI: 10.1371/journal.pone.0221044

25. Lai CC, Wu CH, Wang YH, Wang CY, Wu VC, Chen L. The associa-

tion between COPD and outcomes of patients with advanced chronic 

kidney disease. Int J Chron Obstruct Pulmon Dis 2018;13:2899-2905. 

DOI: 10.2147/COPD.S174215

26. Li Y, Liang M, Jiang C, Wang G, Li J, Zhang Y, et al. Impact of achieved 

blood pressure on renal function declineand first stroke in hypertensive 

patients with chronic kidney disease. Nephrol Dial Transplant 2018; 

33(3):409-417. DOI: 10.1093/ndt/gfx267

27. Nishimura RA, Otto CM, Bonow RO, Carabello BA, Erwin 3rd JP, 

Fleisher LA, et al. 2017 AHA/ACC focused update of the 2014 AHA/

ACC guideline for the management of patients with valvular heart 

disease: a report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American 

Heart Association Task Force on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Circula-

tion 2017;135(25):e1159-e1195. DOI: 10.1161/CIR.0000000000000503

28.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Comprehensive disease informa-

tion. Available at http://www.snuh.org/health/compreDis/OT01.do 

[accessed on August 17, 2020].

29. Ryu SR, Park SK, Jung JY, Kim YH, Oh YK, Tae Yoo TH, et al. The 

prevalence and management of anemia in chronic kidney disease pa-

tients: result from the Korean Cohort Study for Outcomes in Patients 

With Chronic Kidney Disease (KNOW-CKD). J Korean Med Sci 

2017;32(2):249-256 (Korean). DOI: 10.3346/jkms.2017.32.2.249

30. Stauffer ME, Fan T. Prevalence of anemia in chronic kidney disease in 

the United States. PLoS One 2014;9:e84943. DOI: 10.1371/journal.

pone.0084943

31. Toft G, Heide-Jørgensen U, Haalen HV, James G, Hedman K, Birn H, 

et al. Anemia and clinical outcomes in patients with non-dialysis de-

pendent or dialysis dependent severe chronic kidney disease: a Danish 

population-based study. J Nephrol 2020;33(1):147-156. DOI: 10.1007/

s40620-019-00652-9

32. The Korean Society of Nephrology. Kidney disease information for 

the public. Available at http://www.ksn.or.kr/sub10/sub01_02.html 

[accessed on August 17, 2020].

33. National Kidney Foundation. KDIGO 2012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the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chronic kidney disease. Kidney 

Int Suppl 2013;3(1):1-150.

3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tandards for health examination 

Available at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chrClsCd= 

&admRulSeq=63596 [accessed on August 17, 2020].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63596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635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