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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서론
PRISm (Preserved Ratio Impaired Spirometry)은 호흡기계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망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하지만 PRISm 의 동반 질환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민 건강 영양조사를 이용하여 PRISm 과
여러 동반질환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4 기부터 제 6 기까지(2007 년부터 2015 년)
참여한 73,353 명 중, 50 세 이상의 검사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폐기능
검사를 시행하지 않거나 판정 불능으로 분류된 경우를 제외하였다.
폐기능 검사 결과 FEV1/FVC<0.7 인 경우를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정의하였으며, FEV1/FVC≥0.7 의 경우에는 FEV1 이 정상 예측치와
비교하여 80% 이상일때는 정상 폐기능군, 80% 미만은 PRISm 군으로
정의하였다.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하여 세 군 사이의 동반 질환의
유병을 비교하고, 정상 폐기능군과 비교하여 PRISm 군에서 각 질환이
동반될 위험도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１

연구결과
총 17,515 명이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정상 폐기능군이
12,777 명 (73.0%), PRISm 군이 1,563 명 (8.9%), 만성 폐쇄성
폐질환 군 3,175 명 (18.1%) 이었다. PRISm 군에서 고혈압이 51.5%
(815 명), 비만이 45.4% (679 명), 고콜레스테롤혈증은 31.2% (488 명),
당뇨가 24.0% (361 명) 순으로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정상 폐기능군과
비교하였을 때 고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롤혈증, 비만, 뇌졸중, 허혈성
심질환, 만성 신질환, 갑상선 질환 및 골관절염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각 질환의 위험인자를 보정한 후에도 정상 폐기능군과 비교하여
PRISm 군에서 고혈압 (Odds ratio (OR) 1.31 (95% 신뢰구간 1.141.50)),

당뇨

(OR

1.51

(95%

신뢰구간

1.29-1.78)),

고콜레스테롤혈증 (OR 1.20 (95% 신뢰구간 1.04-1.37)), 비만 (OR
1.31 (95% 신뢰구간 1.15-1.48)), 허혈성 심질환 (OR 1.58 (95%
신뢰구간 1.13-2.22)), 만성 신질환 (OR 2.31 (95% 신뢰구간 1.094.88)), 그리고 갑상선 질환 (OR 1.41 (95% 신뢰구간 1.09-1.83))의
동반 위험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P<0.05) 평균 동반 질환의 수 역시
PRISm 군에서 2.45 개로 정상 폐기능군 (2.1 개), 만성폐쇄성폐질환 군
(2.03 개)과 비교하여 높은 값을 보였다. (P<0.05)

２

결론
PRISm

군에서

정상

폐기능군에

비하여

동반된

질환의

수가

유의하게 많을 뿐만 아니라, 질환들 중에서도 고혈압, 당뇨, 비만,
허혈성 심질환, 만성 신질환, 갑상선 질환은 각각의 위험인자를 보정한
이후에도 유의하게 PRISm 군에서 동반 위험이 높았다. PRISm 소견이
관찰되는 환자에서는 기저 동반 질환의 평가 및 꾸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하겠다.

주요어: PRISm, 폐기능 검사, 동반 질환, 제한성 폐질환
학

번: 2014-2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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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배경
폐기능 검사상 이상소견을 동반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폐쇄성 환기
장애를 보이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이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과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다. 이런 나쁜 예후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직접 관련된 요인
외에, 다른 동반 질환들 역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흡연이

공통적인 유해인자인

폐암이나

심혈관계

질환이나, 혹은 흡연이나 유해물질의 흡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전신적인
염증으로 인한 질환들, 골격근 약화, 당뇨, 골다공증 등의 동반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되었다.(1-3) 국내의 3 차병원에서 시행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 28 명을 대상으로 사망 원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57%의
환자가

호흡기계

다음으로는

18%

나머지가 기타

원인으로
(5

(14%),

사망하여

명)의
급사

환자가

가장
심장

(11%)순으로,

비율이

높았으나,

원인으로
직접적인

그

사망하였고
사망

원인이

비호흡기 질환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4)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흡연력 등 위험 인자에 노출된 적이 있으며,
호흡기계 증상이 동반되고 폐기능 검사상 FEV1/FVC <0.7 로 기류제한
소견이

있을

때

진단된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연구하기

위한

코호트인 COPDgene 스터디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이러한 진단
６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폐기능 검사상 이상소견이 있으며 호흡기계
증상을 심하게 호소하는 그룹이 관찰되었다.(5) FEV1 은 80% 미만으로
저하되어 폐기능의 감소소견은 보이나, FEV1/FVC≥0.7 로 기류 제한은
동반되지 않는 특징을 보이며, 이는 ‘Preserved Ratio Impaired
Spirometry

(PRISm)’라고

하며,

‘GOLD

unclassified’혹은

‘제한성 환기장애’로도 불린다.
이와 연관된 위험 인자로는 고령, 흡연, 그리고 비만이 있으며, 정상
폐기능군과 비교하여 당뇨나 비만의 발생이 더 높았고,(6, 7) 장기간
추적관찰 한 결과 사망률도 더 높았다.(8) 흡연과 연관된 질환이
발생하거나, 만성적인 호흡곤란이나 저산소증이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미쳐 질환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9) 또한, 제한성 환기장애를
보이는 환자에서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망
위험이 더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7) 따라서 PRISm 환자를
적절하게 진료하고 예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동반될 수 있는 다른
질환의 위험성에 대해 파악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지금까지 위에서 언급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제한성 환기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는데,

제한성

환기장애와

PRISm

은

환자군이

중복되므로 두 군 사이의 특성이 유사할 것으로 판단하여 기존 연구에서
같은 질병으로 언급되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진단 기준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개념으로, FEV1/FVC 의 비율이 정상 범위인 것은 동일하나
PRISm 은 FEV1 의 감소로 진단하고 제한성 폐질환은 FVC 의 감소로
진단한다. 제한성 폐질환이 아닌 PRISm 에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으며,
７

특히 한국에서는 이제까지 PRISm 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발생
위험을 분석한 하나의 연구만 보고되었다.
이에 국민 건강 영양조사를 이용하여 PRISm 의 임상적 특징을
살펴보고, 다양한 동반질환과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또한 의료 이용 정도에 차이가 있을지, 각 원인 질환 별 입원 병력이
있는 대상의 비율을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2007 년부터 2015 년까지 시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상 폐기능군과 비교하여 폐기능 이상이 동반된
인구, 그 중에서도 특히 PRISm 군에서 동반 질환의 위험성이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PRISm 환자군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정상 폐기능군과 비교하여 PRISm 환자군에서 동반 위험이 높은
질환을 분석한다.
셋째, PRISm 환자군과 정상 폐기능군, 그리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세 군 사이에 의료 이용의 차이가 있는지 입원력을 비교
분석한다.
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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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PRISm의 임상적 특징
해외 연구에서의 유병률은 약 6-13%이며,(8, 10-12) 국내의

유병률은 국민건강 영양조사를 이용한 연구에서 11-12%로 보고된 바
있다.(13) 제한성 환기장애는 고령, 흡연, 낮은 교육 상태, 이전 결핵
병력 및 높은 체질량지수와 연관이 있었으며, (10, 14, 15) 여성에서
빈도가 더 높이 관찰되었다.(5, 6) 국내 연구에서도 위 결과와 유사하게
나이,

높은

체질량지수

및

이전

결핵

병력이

제한성

환기장애와

연관성을 보였으나,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13)
임상

증상으로는

정상

폐기능군과

비교하였을

때

더

심한

호흡곤란을 보였는데, 평균 FVC 예측값이 70.8%, FEV1 예측값이
76.3%로 폐기능의 저하가 심하지 않아 97.1%의 환자가 제한성의
정도가

경증으로

분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호흡곤란이나

천명음이

동반된 환자의 비율이 정상 폐기능 군보다 높았다.(10) 또한, 안정시의
산소 포화도를 측정 하였을 때에도 평균 96.3%로 정상 폐기능군의
평균 97.0%에 비하여 낮은 수치를 보였다.(16) 제한성 환기장애를
보이는 대표적인 질환인 간질성 폐질환 환자를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와 비교하였을 때에도, 평균 FEV1 값이 간질성 폐질환이 동반
되었을

시에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17) 호흡기계 증상 외에도 걷거나 물건을 드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일상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등 기능적 제한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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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성이 더 높았다.(11, 18) 또한 통계적 유의성은 제시되지 않았으나,
경도나 중등도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비교하여서도 기능 제한의 발생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11)
영상 소견으로는 제한성 환기장애를 보이는 흡연자의 52%에서
흉부 CT 상 폐 실질의 폐기종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폐기종 소견이
관찰되는 환자 중 16.7%의 환자에서 폐의 5% 이상에서 폐기종이
관찰되는

중등도

이상의

중심

소엽성

폐기종이

관찰되었다.(19)

COPDGene study 에서 역시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을 때,
정상 폐기능군과 비교하여 PRISm 환자에서 하위분절 기관지벽 비후,
기관지

확장증,

무기폐

및

간유리

음영이

발견되는

정도가

더

심하였다.(5, 16, 20) 또한 호흡기계 증상이 동반된 만성 기관지염
환자에서는 PRISm 군에서 폐의 밀도가 유의하게 더 높은 소견을
보여주기도 하였다.(21)
PRISm 의 원인 질환들은 다양한데, 간질성 폐질환, 흉벽의 이상
같은 대표적인 제한성 환기장애를 보이는 질환 외에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천식처럼 폐쇄성이 있는 질환들 역시 폐기능 검사 결과
PRISm 의 소견을 보일 수 있다. 또한 정상 폐기능에 비하여 PRISm 이
관찰되는 흡연자군에서 폐기종이 더 빈번하게 관찰되어, PRISm 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전구 단계, 혹은 과도기적인 상태로 본 연구들도
있었다.(22, 23)
하지만 상기 여러 임상적인 특징이 각 개인에 따라서 다양하게
관찰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PRISm 을 이질적인 그룹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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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한 연구에서는 영상 소견 및 폐기능의 장애 양상에 따라서
PRISm 을 크게 3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5) 이 중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관련된 군에서는 폐기종의 증가와 함께 FEV1/FVC 비가
상대적으로 감소되어 있었으며,(5) 이처럼 PRISm 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진행하는 군에서는 현재 흡연자인 경우가 더 많았다.(24)
한편,

PRISm-대사성

하위분절

기관지벽

그룹은
비후

증상이

더

증가소견을

심하며

영상소견으로는

관찰되었는데,(5)

이는

체질량지수와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16) 나머지 하나는 PRISm제한성 그룹으로, 이 그룹에서는 상대적으로 폐기종이 적게 관찰되었다.
이처럼 임상 양상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 이 그룹들 사이에서
병태 생리 역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16)아직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는 없다.

2.2

PRISm 환자와 다른 질환의 연관성

1) 국외 연구
먼저 다른 폐질환과의 연관성을 보면, 1972 년부터 1996 년까지
2 년 간격으로 폐기능 검사를 시행한 연구에서 첫번째 검사에서 제한성
환기장애를 보였던 환자 중 38% 에서 추적 관찰 중 폐쇄성 환기장애가
발생 하는 것이 확인되었고,(25) 2008 년-2011 년에 PRISm 환자들을
5 년간 시행한 추적관찰 연구에서도 25%의 환자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진행한 결과를 보였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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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외 질환과 관련하여서는 여러 연구에서 PRISm 에서 비만 외에도
고혈압,

당뇨의

빈도가

더

높음을

보고하였다.(5,

16,

24)

특히

2010 년에 폐기능 이상과 당뇨와의 연관성을 보기 위해 시행한 메타
분석에서도, 뚜렷한 폐 질환이 동반되지 않은 당뇨 환자에서 제한성
환기장애와의 연관성이 관찰되었다.(26) 고혈압, 당뇨 및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에 대하여 나이, 성별, 인종, 흡연 여부, 교육 정도 및
체질량지수를 보정하여 분석하였을 때에도 정상 폐기능군에 비하여
제한성 환기장애가 관찰되는 군에서 그 위험도가 각각 Odds Ratio (OR)
2.1 (95% CI 1.9-2.5), OR 1.5 (95% CI 1.4-1.7) 및 OR 2.4 (95% CI
2.1-2.7)로 증가한 것을 보였다.(7) 심혈관계 질환 중에서도 심부전의
발생이

PRISm

이나

제한성

환기장애가

있을

시에

위험성이

증가하였고,(5, 16, 24) 관련된 입원의 위험도 함께 증가하였다.(27)
관상동맥 질환 역시 PRISm 에서 유병이 더 높았다.(5, 24) 그 외에도
만성 신질환이 있는 경우에 제한성 환기장애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제한성 환기장애는 알부민뇨와도 연관성을 보여주었다.(28)
또한 장기간 추적 관찰을 하였을 때 말기 신부전이 발생할 위험 역시
제한성 환기장애가 있는 경우에 정상 폐기능군이나 폐쇄성 환기장애에
비하여 더 높았다.(29)
위와 같은 동반 질환의 위험성 증가와 함께, 나이 및 성별,
체질량지수를 포함한 위험인자를 보정한 후, 제한성 환기장애군에서
정상 폐기능군에 비하여 사망의 위험성 증가 역시 관찰되었다.(8, 2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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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연구
국내에서 시행된 연구에서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흡연력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3 년 간 추적 관찰하였을 때, PRISm
환자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발생 위험이 정상 폐기능군에 비하여
증가함을 보고하였다.(23) 또한 발생뿐만 아니라 외래 내원, 응급실
방문 및 입원한 환자의 비율도 정상 폐기능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23)
역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한 연구에서,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와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둘 다에서 대사증후군과
제한성 폐질환의 연관성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나이, 성별, 흡연력,
활동량,

음주,

운동량

및

사회

경제적

상태를

보정한

후에도

동일하였다.(31, 32) 또한 대사 증후군과 관련된 질환인 당뇨와의
연관성도 관찰이 되었다. 제한성 환기장애군에서 평균 공복 혈당이 정상
폐기능군보다 높았으며, 그 반대로 공복혈당이 높은 군에서 제한성
환기장애가 발생하는 비율도 유의하게 높았다.(31, 32) 당뇨가 있는
경우에서 제한성 폐질환의 위험이 높았으며, 당뇨 환자 중에서도 특히
고령, 남성 및 높은 체질량지수와 연관이 있었다.(33) 그 외에도 비만이
있는

경우에

제한성

폐질환의

위험이

높았는데,

비만

중에서도

근감소증이 동반된 경우에 정상 폐기능군은 물론 근감소증이 없는
비만과 비교하여서도 제한성 폐질환의 위험이 높았다.(34) 신장의 경우,
국내 연구에서도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만성 신질환 및 미세
알부민뇨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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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었고,(35,

36)

또

다른

연구에서는 남성 및 여성 모두에서 제한성 폐질환이 있을 때 대사
증후군의 유무와 무관하게 신기능 감소와 연관이 있었다.(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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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 방법
3.1

연구대상 및 자료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건강설문조사, 검진조사, 영양조사의 3 가지

조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1998 년부터 2005 년까지 3 년 주기로
시행되다 2007 년 이후 순환표본조사로 연중 상시로 시행되고 있다.
조사 표본은 복합표본 설계 방법인 다단계 층화 집락확률 추출법으로
추출되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성별, 연령, 가구소득, 학력, 경제활동
외에도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조사, 이환 질병을 설문을 통해서
조사하고, 함께 시행하는 검진 조사에는 신체 계측, 혈액검사 및
폐기능검사가 포함이 되어 있다. 폐기능 검사는 2007-2009 년에는
만 19 세 이상의 성인, 2010-2012 년에는 만 40 세이상, 20132015 년에는 만 40 세이상-80 세미만의 성인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전체 자료 중에서 지난 1 년간 입원 이용에 대해
조사한 변수 중 입원 이유/질병명 (표준질병사인분류), 입원기간이
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2007

년부터

2015

년까지,

제

4

기부터

제 6 기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령에 따른 동반질환의 빈도를
고려하여 50 세 이상의 검사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38, 39)
폐기능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혹은 폐기능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결과값이

부적합하여

판정

불능으로

제외하였다.

１５

분류된

경우는

분석에서

3.2

변수의 정의
폐기능

검사

결과

FEV1/FVC<0.7

인

경우를

만성

폐쇄성

폐질환군으로 정의하였으며, FEV1/FVC≥0.7 의 경우에는 FEV1 이
정상 예측치와 비교하여 80% 이상일때는 정상 폐기능군, 80% 미만은
PRISm

군으로

정의하였다.

제한성

폐질환의

기준은

FEV1/FVC≥0.7 이면서 FVC 가 정상 예측치의 80%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소득은 하, 중하, 중상 그리고 상으로 이루어진 4 분위수로
응답한 결과 중 중하와 중상을 합쳐 상, 중, 하로 분류하였다. 평생 5 갑
이상의 흡연을 했던 경우에 흡연력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현재
흡연 유무에 따라 과거흡연자, 현재흡연자로 분류하였다. 주당 음주
횟수와 주당 음주 잔 수를 곱하여 주당 음주량을 구한 후, 남자는 주당
21 잔 이상, 여자는 14 잔 이상의 경우를 다량, 그 미만을 소량으로
정의하였다.
동반질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 4 기에서 제 5 기는 건강
설문에서 각 만성병의 이환에 대하여 '평생 유병 여부에 '있다고 대답한
경우, 제 6 기에서는 설문의 형태가 바뀌어, 의사 진단 여부에 대한
질문에 '있다'고 대답한 경우를 동반질환이 있다고 정의하였다. 설문에
따른 유병 여부에 추가하여, 검진조사에서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인 경우를 고혈압으로, 공복
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당화 혈색소 (Hb A1c)가 6.5% 이상인
경우는 당뇨병으로 정의하였다. 고콜레스테롤혈증은 총 콜레스테롤이
240mg/dL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비만은 체질량지수를 계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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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kg/m2 를 기준으로 25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빈혈은 성인
남성의 경우 13g/dL 미만, 성인 여성의 경우 12g/dL 미만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위의 질환 중 이환이 된 모든 질환의 개수를 합산하여 각 개인별로
동반질환의 수를 계산하였으며, 악성 종양의 경우는 각각 다른 장기에
중복

암이

있는

경우에도

하나로만

계산하였다.

입원

사유는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재분류코드를 기반으로 응답한 것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였고, SAS

분석을

9.4

의

위하여 복합표본
SURVEY

자료분석

프로시저를

방법을

이용하여

이를

수행하였다. 각 군 사이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범주형
변수는
일원배치

카이제곱

검정으로

분산분석을

분석하였고,

이용하여

평균을

연속형

변수의

경우에는

비교하였다. PRISm

군의

동반질환의 유병 역시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하여 빈도를 비교하고, 정상
폐기능군과 비교하여 각 질환이 동반될 위험도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시에 우선 보정 인자 없이
분석하였고,

다음으로는

각각의

질환의

위험인자를

분석하였다. 보정에 사용된 변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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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하여

비교

1. 나이, 성별로 보정: 비만, 만성 신질환, 만성 간염, 빈혈, 갑상선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우울증
2. 나이, 성별, 체질량지수로 보정: 고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롤혈증,
간경화, 골관절염, 골다공증
3. 나이, 성별, 체질량지수, 고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롤혈증, 흡연,
음주로 보정: 뇌졸중, 허혈성 심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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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흐름도

KNHANES 2007-2015 (N=73,353)
2007-2009 (N=24,871)
2010-2012 (N=25,534)
2013-2015 (N=22,948)

제외기준
-

나이 < 50 (N=45,117)

-

폐기능검사 미시행자 (N=8,795)

-

부적절한 폐기능검사 (N=1,926)

FEV1/FVC < 0.7

FEV1/FVC ≥ 0.7

FEV1≥예측치의 80%

FEV1<예측치의 80%

정상 폐기능군

PRISm군

만성폐쇄성폐질환군

(N=12,777)

(N=1,563)

(N=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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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정상, PRISm 군, 만성폐쇄성폐질환군의 연도별 유병

전체 대상자

정상 폐기능군

PRISm군

만성폐쇄성폐질환군

(N=17,515)

(N=12,777)

(N=1,563)

(N=3,175)

2007년

772

511 (70.0%)

95 (11.6%)

165 (18.4%)

2008년

1,683

1,155 (69.0%)

214 (13.2%)

314 (17.8%)

2009년

2,242

1,638 (75.2%)

244 (10.7%)

360 (14.1%)

2010년

1,954

1,475 (75.5%)

155 (8.1%)

324 (16.4%)

2011년

2,238

1,677 (74.0%)

185 (9.3%)

376 (16.7%)

2012년

2,474

1,788 (72.6%)

202 (8.6%)

484 (18.8%)

2013년

2,000

1,463 (74.0%)

159 (7.8%)

378 (18.2%)

2014년

2,026

1,474 (73.9%)

161 (8.7%)

391 (17.4%)

2015년

2,127

1,596 (76.0%)

148 (7.4%)

383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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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분석 대상의 일반적 특성

전체 대상자

정상 폐기능군

PRISm군

만성폐쇄성폐질환군
P value

(N=17,515)

(N=12,777)

(N=1,563)

(N=3,175)

60.4±0.1

59.6±0.1*†

59.0±0.2‡

64.7±0.2

<0.001

남성

7,495 (47.5%)

4,572 (41.5%)*†

627 (46.6%)‡

2,296 (73.8%)

<0.001

여성

10,020 (52.5%)

8,205 (58.5%)*†

936 (53.4%)‡

879 (26.2%)

연령, 평균
성별, %

수입, %

0.009

상

4,799 (27.0%)

3,561 (27.5%)†

443 (27.3%)

795 (24.4%)

중

8,769 (50.3%)

6,396 (50.4%)†

768 (50.2%)

1,605 (50.2%)

하

3,947 (22.7%)

2,820 (22.1%)†

352 (22.5%)

775 (25.4%)

교육 정도,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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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이하

7,368 (38.6%)

5,292 (37.6%)†

614 (34.5%)‡

1,462 (45.1%)

중학교

3,144 (19.5%)

2,288 (19.4%)†

302 (20.2%)‡

554 (19.4%)

고등학교

4,246 (27.3%)

3,106 (27.5%)†

421 (30.8%)‡

719 (24.5%)

대학교 이상

2,309 (14.6%)

1,752 (15.5%)†

192 (14.5%)‡

365 (11.1%)

24.28±0.03

24.38±0.03*†

24.74±0.10‡

23.6±0.06

<0.001

84.0±0.1

83.7±0.1*†

85.4±0.3‡

84.7±0.2

<0.001

2.57±0.01

2.69±0.01*†

2.13±0.01

2.27±0.02

<0.001

91.6±0.1

96.9±0.1*†

74.0±0.2‡

77.9±0.3

<0.001

3.39±0.01

3.42±0.01*†

2.80±0.02‡

3.58±0.02

<0.001

91.9±0.1

94.5±0.1*†

74.8±0.2‡

90.2±0.3

<0.001

0.761±0.001

0.790±0.001*†

0.764±0.001‡

0.633±0.001

<0.001

체질량지수, 평균
복부 둘레
폐기능 검사, 평균
FEV1, L
FEV1, %예측치
FVC, L
FVC, %예측치
FEV1/FVC
흡연,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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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흡연자

10,564 (57.5%)

8,585 (63.7%)*†

957 (57.1%)‡

1,022 (31.1%)

과거 흡연자

3,947 (23.8%)

2,448 (21.2%)*†

301 (19.8%)‡

1,198 (37.0%)

현재 흡연자

2,664 (18.7%)

1,501 (15.1%)*†

275 (23.1%)‡

888 (31.9%)

흡연량, 평균

27.7±1.6

25.7±1.8

37.3±10.9

29.3±1.2

음주량, %

0.188
0.001

마시지 않음

3,014 (21.2%)

2,130 (19.7%)†

289 (21.0%)

595 (21.4%)

소량

9,529 (69.0%)

6,975 (70.1%)†

819 (67.9%)

1,735 (65.3%)

다량

1,233 (10.8%)

826 (10.2%)†

113 (11.1%)

294 (13.3%)

* 정상 폐기능군과 PRISm 군 비교시 P<0.05
† 정상 폐기능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비교시 P<0.05
‡ Prism 과 만성폐쇄성폐질환 비교시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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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FEV1/FVC 비가 0.7 이상인 대상에서 FEV1% 예측치와 FVC%
예측치에 따른 분포

FEV1% 예측치

<80

≥80

<80

1, 233

897

≥80

330

11,880

FVC% 예측치

그림 2. FEV1/FVC 비가 0.7 이상인 대상에서 FEV1% 예측치와 FVC%

50

80

FVC%
100예측치

150

예측치에 따른 분포

50

80

100

150

FEV1% 예측치

２４

200

제 4장 연구 결과
4.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007 년부터 2015 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제 4 기~제 6 기)에

참여한 73,353 명 중에서 50 세 미만의 45,117 명, 그리고 폐기능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8,795 명과 판정 불능으로 분류된 1,926 명을
제외한 17,515 명에 대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기준에 따라 이 중 73.0%인 12,777 명은 정상 폐기능군, PRISm 군이
1,563 명, 만성 폐쇄성 폐질환 군이 3,175 명으로 각각 분류되어 8.9%,
18.1%를 차지하였다. PRISm 군은 2007 년에서 2009 년까지는 약
11~13%를 차지하였으나, 2010 년 이후로는 약 7~9% 정도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PRISm 군이 평균 연령 59.0 세로 가장 낮았으며, 정상 폐기능군은
평균 연령 59.6 세,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는 64.7 세로 가장 높았다.
성별에 따른 유병률은 남성은 8.4%, 여성은 9.3%이고, 성비 역시
PRISm 군은 여성의 비율이 53.4% (936 명)로 남성보다 높았다. 정상
폐기능군에서도 여성이 58.5% (8,205 명)로 더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군에서는 남성이 73.8% (2,296)로 확연하게 높아,
다른 두 군과 다른 경향을 보였다. 연령 및 성별에 대한 분석에서는 세
군 사이에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회 경제적 상태에 관련해서도,
PRISm

군은

수입이나

교육

정도의

분포가

정상

폐기능군과

비슷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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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성 폐질환군은 가계 수입이 ‘하’에 속하는 비율이 세 군중에 가장
높았으며, 저학력인 경우가 많아, 중학교 졸업 이하에 속하는 사람이
6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정상 폐기능군 및 PRISm 군과
비교하여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체질량지수는 PRISm 군에서 평균값이 24.74 로 가장 높았고, 정상
폐기능군이 24.38 였으며, 만성폐쇄성 폐질환군이 23.60 으로 세 군
중에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복부 둘레 측정 결과,
PRISm 군에서 평균값이 85.4cm 로 가장 높은 것은 체질량지수와
유사하였으나, 그 다음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 군에서 84.7cm, 가장
낮은 값을 보인 것은 정상 폐기능군으로 평균 83.7cm 이었다.
폐기능 검사 결과, PRISm 군에서 평균 FEV1 (2.13L) 및 FVC
(2.80L) 값이 가장 낮았으며, 평균 FEV1 예측치 (74.0%) 및 FVC
예측치 (74.8%) 역시 가장 낮았다. 이는 정상 폐기능군의 FEV1 2.69L,
FEV1 예측치 96.9%, FVC 3.42L 및 FVC 예측치 94.5%와 비교하여
모두 유의하게 낮은 값을 보였다. 한편, 만성 폐쇄성 폐질환 군에서는
평균 FEV1 2.27L, FEV1 예측치는 77.9% 였으며, FVC 는 3.58L, FVC
예측치는 90.2% 였다. 평균 FVC 값은 정상 폐기능군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높았으나, 그 외에는 모두 정상 폐기능군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PRISm 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군의 폐기능 검사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FEV1 값은 차이가 없었으나 FEV1 예측치는 유의하게 높았고 FVC 및
FVC 예측치 역시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였다. FEV1/FVC 는 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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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성 폐질환 군에서 0.633 으로 가장 낮았고 PRISm 군에서 0.764,
그리고 정상 폐기능군에서 0.790 순이었다.
흡연력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군에서 68.9%
(2,086 명)로 가장 높았으며, PRISm 환자가 42.9%(576 명)로 그 다음,
정상 폐기능군에서 36.3% (3,949 명)로 가장 낮았다. 현재 흡연자 역시
만성

폐쇄성

PRISm

폐질환

군에서

군에서

23.1%

31.9%

(275

명),

(888
정상

명)으로

가장

높았고,

폐기능군에서

15.1%

(1,501 명)이었다. 흡연량은 PRISm 군에서 평균 37.3 갑년으로 가장
높았다. 음주 역시 음주를 하는 사람의 비율 및 그 중에서도 다량으로
마시는 사람의 비율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군, PRISm 군, 정상 폐기능군
순으로 높았다.
FEV1/FVC>0.7 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그룹에서
PRISm 군과 제한성 환기 장애군의 분포를 비교하였다. (표 3) PRISm,
제한성 환기 장애 양쪽에 해당되는 대상은 1,233 명으로 PRISm 의
78.9%, 그리고 제한성 환기 장애의 57.9% 로 중복되는 군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한쪽에만 속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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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PRISm군, 만성 폐쇄성 폐질환군 및 정상 폐기능군에서의 동반질환의 유병률
전체 대상자

정상 폐기능군

PRISm군

만성폐쇄성폐질환군

(N=17,515)

(N=12,777)

(N=1,563)

(N=3,175)

고혈압

8,299 (46.6%)

5,850 (44.9%) *†

815 (51.5%)

1,634 (51.1%)

<0.001

당뇨

3,140 (18.2%)

2,126 (16.7%)*†

361 (24.0%)

653 (21.6%)

<0.001

고콜레스테롤혈증

4,773 (27.1%)

3,575 (27.7%)*†

488 (31.2%)‡

710 (22.4%)

<0.001

비만

6,553 (38.0%)

4,943 (39.0%)*†

679 (45.4%)‡

931 (29.7%)

<0.001

뇌졸중

487 (2.5%)

321 (2.2%)*†

59 (3.3%)

107 (3.2%)

0.004

허혈성 심질환

705 (3.7%)

483 (3.4%)*†

75 (4.9%)

147 (4.6%)

0.003

만성 신질환

100 (0.5%)

63 (0.5%)*

15 (1.0%)

22 (0.7%)

0.048

만성 간염

390 (2.4%)

298 (2.4%)†

43 (3.3%)‡

49 (1.7%)

0.018

82 (0.5%)

60 (0.5%)

6 (0.5%)

16 (0.5%)

0.992

1,269 (6.5%)

925 (6.6%)

116 (6.1%)

228 (6.7%)

0.756

836 (4.5%)

652 (4.7%)*†

95 (6.1%)‡

89 (2.9%)

<0.001

간경화
빈혈
갑상선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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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value

류마티스성 관절염

653 (3.4%)

503 (3.5%)

58 (3.8%)

92 (2.6%)

0.083

골관절염

4,187 (21.6%)

3,218 (22.4%)*†

333 (18.9%)

636 (19.2%)

<0.001

골다공증

984 (12.3%)

755 (12.8%)†

106 (14.4%)‡

123 (9.1%)

0.004

2,322 (12.1%)

1,783 (12.6%)†

234 (13.7%)‡

305 (9.1%)

<0.001

악성 종양

597 (2.9%)

415 (2.8%)

65 (3.4%)

117 (2.8%)

0.455

동반질환의 수

2.18±0.01

2.19±0.02*†

2.45±0.04‡

2.03±0.03

<0.001

우울증

* 정상 폐기능군과 PRISm 군 비교시 P<0.05
† 정상 폐기능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비교시 P<0.05
‡ Prism 과 만성폐쇄성폐질환 비교시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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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정상 폐기능군에 비교한 PRISm 군과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동반질환 유병 위험도

Adjusted OR (95% CI)*

Unadjusted OR (95% CI)
PRISm군

만성폐쇄성폐질환군

PRISm군

만성폐쇄성폐질환군

(N=1,563)

(N=3,175)

(N=1,563)

(N=3,175)

고혈압

1.30 (1.15-1.48)

1.28 (1.17-1.41)

1.31 (1.14-1.50)

0.96 (0.86-1.07)

당뇨

1.58 (1.35-1.84)

1.37 (1.22-1.55)

1.51 (1.29-1.78)

1.05 (0.92-1.19)

고콜레스테롤혈증

1.18 (1.03-1.35)

0.75 (0.67-0.85)

1.20 (1.04-1.37)

0.90 (0.80-1.02)

비만

1.30 (1.15-1.48)

0.66 (0.60-0.73)

1.31 (1.15-1.48)

0.64 (0.58-0.71)

뇌졸중

1.50 (1.05-2.16)

1.47 (1.12-1.93)

1.46 (0.97-2.19)

0.91 (0.64-1.28)

허혈성 심질환

1.50 (1.11-2.03)

1.38 (1.09-1.74)

1.58 (1.13-2.22)

1.02 (0.78-1.34)

만성 신질환

2.27 (1.07-4.83)

1.55 (0.86-2.78)

2.31 (1.09-4.88)

1.64 (0.89-3.01)

만성 간염

1.38 (0.94-2.02)

0.68 (0.47-0.98)

1.32 (0.90-1.94)

0.62 (0.42-0.91)

간경화

0.99 (0.38-2.59)

0.96 (0.51-1.80)

0.91 (0.35-2.35)

0.73 (0.37-1.44)

빈혈

0.92 (0.73-1.16)

1.02 (0.85-1.22)

0.99 (0.78-1.25)

0.95 (0.78-1.14)

갑상선 질환

1.31 (1.01-1.70)

0.59 (0.45-0.78)

1.41 (1.09-1.83)

1.06 (0.7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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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성 관절염

1.07 (0.78-1.46)

0.74 (0.56-0.98)

1.15 (0.84-1.57)

0.91 (0.68-1.23)

골관절염

0.81 (0.69-0.94)

0.82 (0.73-0.92)

0.87 (0.73-1.02)

0.98 (0.85-1.13)

골다공증

1.15 (0.88-1.49)

0.68 (0.54-0.87)

1.21 (0.91-1.62)

0.91 (0.66-1.24)

우울증

1.10 (0.92-1.32)

0.69 (0.59-0.81)

1.17 (0.97-1.41)

0.99 (0.83-1.17)

악성 종양

1.23 (0.88-1.71)

1.01 (0.78-1.31)

1.30 (0.93-1.81)

0.96 (0.74-1.26)

* 나이, 성별로 보정: 비만, 만성 신질환, 만성 간염, 빈혈, 갑상선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우울증
* 나이, 성별, 체질량지수로 보정: 고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롤혈증, 간경화, 골관절염, 골다공증
* 나이, 성별, 체질량지수, 고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롤혈증, 흡연, 음주로 보정: 뇌졸중, 허혈성 심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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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정상체중 집단과 비만이 동반된 집단에서 각각 PRISm군의 동반
질환 유병 위험도 분석

정상체중 (<25kg/m2)

비만 (≥25kg/m2)

(N=10,963)

(N=6,552)

PRISm‡

PRISm‡

(N=884)

(N=679)

Adjusted OR (95% CI)*

Adjusted OR (95% CI)*

고혈압

1.27 (1.06-1.52)

1.32 (1.06-1.64)

당뇨

1.59 (1.26-2.00)

1.44(1.15-1.80)

고콜레스테롤혈증

1.17 (0.96-1.41)

1.26 (1.03-1.55)

뇌졸중

1.38 (0.76-2.45)

1.56 (0.89-2.74)

허혈성 심질환

1.29 (0.74-2.26)

1.90 (1.22-2.95)

만성 신질환

4.48 (1.99-10.12)

0.85 (1.34-5.34)

갑상선 질환

1.25 (0.88-1.78)

1.72 (1.14-2.60)

‡ reference: 정상 폐기능군 (FEV1/FVC≥0.7 이며 FEV1%예측치≥80)
* 나이, 성별로 보정: 만성 신질환, 갑상선 질환
* 나이, 성별, 체질량지수로 보정: 고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롤혈증
* 나이, 성별, 체질량지수, 고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롤혈증, 흡연, 음주로 보정: 뇌졸중,
허혈성 심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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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PRISm

군에서

FVC%

예측치≥80

에

비교하여

FVC%

예측치<80 일 경우 동반 질환 위험도 분석
Unadjusted OR (95% CI)

Adjusted OR (95% CI)*

고혈압

1.68 (1.25-2.26)

1.01 (0.74-1.40)

당뇨

1.90 (1.25-2.88)

1.22 (0.77-1.92)

고콜레스테롤혈증

1.19 (0.85-1.65)

1.04 (0.73-1.49)

비만

2.39 (1.73-3.30)

2.48 (1.77-3.47)

뇌졸중

2.29 (0.54-9.82)

1.28 (0.30-5.48)

허혈성 심질환

1.06 (0.49-2.31)

1.10 (0.74-1.64)

2.27 (0.48-10.78)

3.13 (0.60-16.2)

만성 간염

1.29 (0.55-3.04)

1.58 (0.65-3.85)

간경화

4.67 (0.52-41.7)

3.20 (0.24-42.23)

빈혈

1.26 (0.68-2.35)

0.99 (0.53-1.89)

갑상선 질환

1.02 (0.57-1.82)

1.05 (0.55-1.99)

류마티스성 관절염

1.23 (0.59-2.57)

1.26 (0.60-2.64)

골관절염

1.28 (0.86-1.90)

0.80 (0.52-1.25)

골다공증

1.15 (0.59-2.23)

0.94 (0.43-2.06)

우울증

1.10 (0.71-1.71)

1.02 (0.64-1.63)

-

2.34 (0.95-5.78)

만성 신질환

악성 종양

* 나이, 성별로 보정: 비만, 만성 신질환, 만성 간염, 빈혈, 갑상선 질환, 류마티스 관절
염, 우울증
* 나이, 성별, 체질량지수로 보정: 고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롤혈증, 간경화, 골관절염, 골
다공증
* 나이, 성별, 체질량지수, 고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롤혈증, 흡연, 음주로 보정: 뇌졸중,
허혈성 심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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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동반질환의 유병
동반질환의 유병을 표 3 에 제시하였다. 나머지 두 군과 비교하였을

때 PRISm 군에서 간경화, 빈혈과 골관절염을 제외한 고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롤혈증, 비만, 뇌졸중, 허혈성 심질환, 만성 신질환, 만성 간염,
갑상선 질환, 류마티스성 관절염, 골다공증, 우울증, 악성종양이 모두
PRISm 군에서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고혈압이 51.5% (815 명),
비만이 45.4% (679 명), 고콜레스테롤혈증은 31.2% (488 명), 당뇨가
24.0% (361 명) 순으로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심혈관계 질환의
경우에는 뇌졸중이 3.3% (59 명), 허혈성 심질환이 4.9% (75 명)가
PRISm 군에서 동반되어 있었다. 이 중 정상 폐기능군과 비교하였을 때
고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롤혈증, 비만, 뇌졸중, 허혈성 심질환, 만성
신질환, 갑상선 질환 및 골관절염이 동반된 환자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군의 경우에는 정상 폐기능군과 비교하여
고혈압,

당뇨,

뇌졸중,

허혈성

심질환이

동반된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고콜레스테롤혈증, 비만, 만성 간염, 갑상선 질환, 골관절염,
골다공증 및 우울증은 유의하게 낮았다. 동반 질환의 수는 PRISm
군에서 평균 2.45 개로 정상 폐기능군 (2.1 개), 만성 폐쇄성 폐질환 군
(2.03 개)과 비교하여 동반된 질환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PRISm 군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군을 각각 정상 폐기능군에
비교하여 동반 질환의 유병을 분석하였다.

보정하기 전, PRISm 군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군에서 공통으로 고혈압 (각각 OR 1.30 (95%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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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48), OR 1.28 (95% CI 1.17-1.41)), 당뇨 (OR 1.58 (95% CI
1.35-1.84), OR 1.37 (95% CI 1.22-1.55)), 뇌졸중 (OR 1.50 (95%
CI 1.05-2.16), OR 1.47 (95% CI 1.12-1.93)), 허혈성 심질환 (OR
1.50 (95% CI 1.11-2.03), OR 1.38 (95% CI 1.09-1.74))의 유병이
정상 폐기능군에 비해서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
그 밖에도 PRISm 군에서 비만 (OR 1.30 (95% CI 1.15-1.48)),
만성 신질환 (OR 2.27 (95% CI 1.07-4.83)) 및 갑상선 질환 (OR 1.31
(95% CI 1.01-1.70))이 정상 폐기능군에 비해서 유의하게 높았다. 각
동반질환의 위험요소로 보정하였을 때, 뇌졸중의 경우는 PRISm 군에
있어서 정상 폐기능군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그
외의 질환에 있어서는 여전히 유의하여 고혈압은 보정된 OR 1.31 (95%
CI

1.14-1.50),

당뇨는

보정

OR

1.51

(95%

CI

1.29-1.78),

고콜레스테롤혈증은 보정 OR 1.20 (95% CI 1.04-1.37), 비만은 보정
OR 1.31 (95% CI 1.15-1.48), 허혈성 심질환은 보정 OR 1.58 (95%
CI 1.13-2.22), 만성 신질환은 보정 OR 2.31 (95% CI 1.09-4.88),
그리고 갑상선 질환은 보정 OR 1.41 (95% CI 1.09-1.83) 이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 군에서는 보정하기 전 오히려 정상 폐기능군에
비하여 고콜레스테롤혈증, 비만, 만성 간염, 갑상선 질환, 류마티스성
관절염, 골관절염, 골다공증 및 우울증의 동반이 유의하게 낮은 OR
값을 보였으나, 보정한 후에는 고콜레스테롤혈증 (보정 OR 0.88 (95%
CI 0.80-0.98)), 비만 (보정 OR 0.64 (95% CI 0.58-0.71)), 및 만성
간염 (보정 OR 0.62 (95% CI 0.42-0.91))만 정상보다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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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에 따라서 동반 질환의 위험도가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체질량지수 25kg/m2 를 기준으로 비만과 정상체중으로 분류한 후
표 4 에서 보정 전 PRISm 에서 유의하게 동반 위험이 높았던 질병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정상체중군에서는 고혈압, 당뇨, 만성 신질환만이
PRISm 에서 동반 위험이 증가하였으나, 비만 환자군에서는 고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롤혈증, 허혈성 심질환, 갑상선 질환이 PRISm 에서 동반
위험성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PRISm 군에서 제한성 환기장애의 기준인 FVC% 예측치 80 을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을 때, FVC% 예측치≥80 인
경우에 비해서 FVC% 예측치<80 일때 고혈압, 당뇨 및 비만에서
유의하게 위험도가 증가하였으나, 각각의 위험인자로 보정한 이후에는
비만에서만 보정 OR 2.48 (95% CI 1.77-3.47)로 상승한 소견을
보였으며, 그 외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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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원인 별 입원 환자 수 및 기간

전체 대상자

정상 폐기능군

PRISm군

만성폐쇄성폐질환군

(N=17,515)

(N=12,777)

(N=1,563)

(N=3,175)

1,944 (11.3%)

1,338 (10.7%)†

196 (11.9%)

410 (13.4%)

0.002

120 (0.6%)

65 (0.5%)*†

16 (1.0%)

39 (1.2%)

<0.001

10.4±1.4

9.7±2.2

13.6±3.7

10.2±1.3

0.648

184 (1.0%)

113 (0.8%)*†

25 (1.3%)

46 (1.3%)

0.013

7.6±0.9

5.9±0.7

10.7±4.9

10.3±1.9

0.064

187 (1.1%)

125 (1.0%)

20 (1.1%)

42 (1.3%)

0.247

P value

전체 입원
입원 환자 수
호흡기
입원 환자 수
입원 기간
순환기
입원 환자 수
입원 기간
소화기
입원 환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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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기간

12.9±4.5

15.5±6.5

6.9±2.1

7.7±1.2

0.448

입원 환자 수

57 (0.3%)

44 (0.3%)

3 (0.2%)

10 (0.3%)

0.324

입원 기간

23.1±10.7

10.0±1.5

38.3±16.3

63.3±42.1

0.100

입원 환자 수

152 (0.8%)

102 (0.8%)

11 (0.4%)‡

39 (1.1%)

0.029

14.9±2.5

13.7±1.6

9.9±2.4

19.7±9.3

0.315

입원 환자 수

34 (0.2%)

24 (0.2%)

3 (0.2%)

7 (0.2%)

0.839

입원 기간

18.3±5.1

17.4±5.1

15.2±5.6

22.4±16.4

0.901

입원 환자 수

27 (0.2%)

19 (0.2%)

3 (0.1%)

5 (0.1%)

0.671

입원 기간

10.4±2.7

6.9±1.0

8.2±1.9

32.0±14.5

0.145

감염

종양

입원 기간
내분비

신경과

３８

신경정신과
입원 환자 수

9 (0.04%)

7 (0.04%)

0

2 (0.05%)

-

입원 기간

17.0±6.6

19.5±8.1

-

7.9±1.1

0.153

75 (0.4%)

62 (0.5%)

3 (0.2%)

10 (0.4%)

0.236

8.2±1.9

8.0±2.2

7.4±4.5

9.6±2.0

0.832

384 (2.1%)

275 (2.1%)

35 (1.9%)

74 (2.0%)

0.785

18.0±1.4

16.5±1.0

29.5±13.5

19.2±2.4

0.374

비뇨생식기계
입원 환자 수
입원 기간
근골격계
입원 환자 수
입원 기간

* 정상 폐기능군과 PRISm 군 비교시 P<0.05

† 정상 폐기능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비교시 P<0.05

‡ Prism 과 만성폐쇄성폐질환 비교시 P<0.05

３９

4.3

의료 이용
전체 환자 중 11.3%인 1,944 명의 환자가 조사 전 1 년 이내에

입원한 병력이 있었다. 입원한 원인 질환으로 분류하였을 때, 근골격계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가 384 명 (2.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화기계 질환 187 명 (1.1%), 순환기계 질환 184 명 (1.0%), 종양
152 명 (0.8%), 호흡기계 질환이 120 명 (0.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세 군 사이에서 각 질환으로 입원한 병력이 있는 환자의 비율을
비교하였을 때, 호흡기계, 순환기계 질환 및 종양으로 치료 위해 입원한
경우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1) 호흡기계 질환으로 입원한
병력이

있는

환자의

비율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에서

1.2%(39 명)로 가장 높았고, PRISm 군에서 1.0% (16 명), 그리고 정상
폐기능군에서는 0.5% (65 명) 이었다. 순환기계 질환의 경우는 PRISm
군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군과 동일하게 1.3%의 환자에서 입원한
병력이 있었으며, 정상 군에서는 0.8% (113 명)의 환자가 입원한 병력이
있었다. 하지만 입원한 원인이 종양과 연관된 경우는 오히려 PRISm
군에서 가장 낮아 0.4% (11 명)을 차지하였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1.1%

(39

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정상

폐기능군에서는

0.8%

(102 명)을 차지하였다. 그 외의 다른 입원 원인 질병에 대해서는 세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입원 기간 역시 호흡기, 순환기 및
종양을 포함한 모든 원인 질병에 대하여 세 군 사이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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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고찰

본 연구는 PRISm 군에서 동반질환의 유병을 보고, 이를 정상
폐기능

군과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4 기부터 제 6 기까지 9 년간 조사된 결과를
이용하였다.
검진시에 폐기능 검사를 시행한 50 세 이상의 환자 17,515 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PRISm 군은 1,563 명으로 8.9%를 차지하였다.
국내에서는 제한성 환기장애의 유병을 본 연구에서 11.3%로 이보다 더
높게 보고 하였다.(13) 하지만 이는 연구 대상이 된 연령대가 40 세
이상이며, 제한성 환기장애를 대상으로 유병을 분석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외국에서 시행된 연구들은 유병률이 각 연구 혹은 나라 별로
차이가 있으나 6-13%사이로 보고하였던 바 있어, 유병률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8,

10-12)

각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07

년부터

2009 년과 비교하여 2010 년부터 2015 년까지는 유병률이 감소하였는데,
이 역시 다른 연구에서도 1988-1994 년의 7.2%에서 2007-2010 년에
5.4%까지 감소하였던 결과와 비슷하였다.(14)
각 군에서 성별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을 때 정상 폐기능군에
비하여서는 PRISm 군에서 여성의 비율이 낮았으나, 유병률은 여성에서
남성보다 높았다. 국내에서는 남성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가
있었으나, 해외 연구에서는 여성에서 유병이 높으며 위험 인자의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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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고,(6, 8, 14) 최근에 발표한 연구에서도 흡연자 및 비흡연자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였을 때 역시 여성에서 유병이 더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24)
환자의 사회 경제적 상태는 정상 폐기능군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음주력도 차이는 없었으나, 흡연력이 있는 사람
및 현재 흡연자의 비율이 정상 폐기능군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높았다.
흡연 역시 제한성 폐질환의 알려진 위험인자 중 하나로, PRISm 군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생각된다.(10,

14)

평균

체질량지수도

PRISm 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 연구에서도 보고되었던
바 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서 체질량지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에서 근 감소 및 체중 감소가 발생할 수 있어
그와 연관된 결과로 생각된다.(40)
동반질환의 유병을 분석한 결과, PRISm 군에서 정상 폐기능군과
비교하여 고혈압, 당뇨, 비만, 뇌졸중, 허혈성 심질환, 만성 신질환,
갑상선 질환 및 골관절염의 유병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나이, 성별을
포함한

위험

인자로

보정을

시행한

후에도

고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롤혈증, 비만, 허혈성 심질환, 만성 신질환 및 갑상선 질환의
OR 값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PRISm

과

위의

질환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질환들

사이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이 연구가 단면 연구인 점을
고려하면 이 결과에서 정확한 인과 관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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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도 고혈압, 당뇨, 비만 및 갑상선 질환은 PRISm 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혈압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혈관의 비후나 경화가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당뇨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폐

실질의

섬유

조직에

변화가

발생하며 기저막이나 근섬유의 비후, 섬유화가 진행할 수 있다.(41)
이런 변화들이 폐용적 및 기능에 영향을 주어 PRISm 이 관찰될 수 있다.
그리고 당뇨의 합병증으로 호흡 자율 신경의 문제가 동반되는 것도
폐기능에 영향을 준다. 이런 변화들이 당뇨가 현성으로 발현하기 전부터
발생하여, 기저 FVC 가 낮은 환자에서 추적관찰을 하였을 때 그 이후
당뇨의 발생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42)
비만은 국내외 다양한 연구에서 제한성 폐질환, PRISm 의 위험
인자로 잘 알려져 있다. 이는 과다한 지방으로 인하여 흉곽의 움직임 및
폐용적이 감소하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며,(43) 비만 환자에서
존재할 수 있는 만성 염증 상태가 PRISm 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44)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PRISm 군에서 비만에 대한 OR
값의 증가를 보여주었다. 고콜레스테롤혈증도 비슷한 효과를 보이는데,
과도한 콜레스테롤은 폐의 표면활성제의 기능을 저하시키고,(45) 폐의
지질 항상성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흡연으로 인한 폐손상이 유발될
수 있다는 동물 실험 결과도 있었다.(46) 이러한 폐의 염증이나 손상이
섬유화로 진행되면 PRISm 과 같은 폐기능의 저하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고혈압, 당뇨 및 비만이 허혈성 심질환의
위험인자로, 이 질병들의 동반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면서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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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혈성 심질환 동반 역시 정상 폐기능군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비만과 정상 체중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에도

비만인

군에서

허혈성

심질환의

위험성

증가가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갑상선 질환이 있는 환자의 비율도 PRISm 군에서 높았다. 갑상선
질환 중 특히 갑상선 항진증 혹은 저하증 모두 호흡기 근육 기능과 호흡
중추를

저하시키며,

특히

항진증보다는

저하증에서

그런

경향이

강하다.(47) 그 결과 폐기능 장애 중에서도 특히 제한성 환기장애가
뚜렷하게 나타나게 된다. 또한 제한성 환기장애를 보이는 대표적인
질환인 특발성 폐섬유증에서도 일반 인구 집단과 비교하여서 갑상선
저하증의

빈도가

더

높았다.(48)

본

연구에서는

갑상선

질환의

구체적인 질병명은 조사되지 않았으나, 국내의 갑상선 질환 중에서
과거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가장 빈도가 높았으며, 최근에는 갑상선
결절이 가장 발생률이 높아,(49) 실제로 갑상선 기능 항진 혹은 저하가
영향을 미쳤을 지에 대하여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겠다.
신장은 위 질환들과는 달리, PRISm 이 영향을 미쳐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신장은 조직 관류가 줄어들어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할 경우에 다른 장기보다 쉽게 손상을 받을
수 있다.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신장의 사구체 및 세뇨관에 손상이
발생하고

염증이

동반되며,

불가역적인

손상이

남는

경우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PRISm 군에서 정상 군보다 만성
신질환의 동반 위험이 더 높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하지만 만성 폐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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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질환에서도 동일하게 저산소증이 동반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만성 신질환과의 관련성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장기간 추적하며
말기

신부전의

발생을

본

연구에서도,

누적

발생률은

제한성

폐기능군에서 9.8%로 가장 높았고, 폐쇄성 폐기능군은 3.7%로‘low
normal’군과 동일하였다.(29) 또한 미세알부민뇨의 발생 역시 폐쇄성
폐기능군은

차이

없이,

제한성

폐기능군에서만

유의하게

위험이

증가하였던 연구 결과가 있었다.(36) 이는 저산소증으로 인한 손상
외에도,

만성

신질환의

주요한

원인들이

고혈압성

혹은

당뇨병성

신질환으로,(50) PRISm 군에서 고혈압, 당뇨 및 비만의 동반 빈도가
높은 것이 만성 신질환의 동반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입원력을 이용하여 의료의 이용을 분석해 보면, 정상 폐기능군과
비교하여 호흡기계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순환기계 질병으로 입원한
병력이 있는 환자의 비율도 PRISm 군에서 더 높았으며, 이는 다른
연구에서도 심부전의 위험이 제한성 폐질환 환자군에서 높으면서 그로
인한

입원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27)

국내에서 시행된 연구에서도 PRISm 환자에서 병원 내원한 환자의
비율도 유의하게 높을 뿐만 아니라, 이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발생 및
이와 연관된 외래 방문 및 입원 환자의 비율도 높았다.(23) 또한
PRISm 환자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하거나 CT 상 이상 소견이 관찰되는
경우가 많고, 기존에 폐질환이 있으면서 PRISm 을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호흡기계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 정상 폐기능군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만성 폐쇄성 폐질환군에서 PRISm 군보다
호흡기계

질환의

비율이

더

높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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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에서 급성 악화나 폐렴의 위험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어, 이와
관련된 입원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전 연구에서 PRISm 도
호흡기계 증상의 악화가 동반되는 경우는 많았으나, 급성 악화나 폐렴
등의 발생과 관련된 연구는 없었다. 이런 질환의 발생 빈도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 보다 실제로 낮거나, 혹은 아직 PRISm 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진료지침이 없어 상대적으로 입원 빈도가 낮을 수 있다.
종양으로 인한 입원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이는 질병이
악화되어 치료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진단 및 평가를 위해
입원하거나 항암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관련된
증상의 악화가 원인인지 알 수 없다. 즉, 조사된 자료로는 종양으로
인한 입원의 자세한 목적을 알 수 없어, 이 차이가 실제로 의미 있는
결과인지 판단이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PRISm 환자에서 위험 인자나 원인 질환에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또한 만성적인 호흡곤란이나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의 위험성이 정상 폐기능군에 비하여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폐질환에서는

하지만

고혈압,

당뇨,

함께

비교하여

뇌졸중

및

분석한

허혈성

만성

폐쇄성

심질환의

유병은

유의하게 높았으나, 나이, 성별 등 여러 인자로 보정하였을 때에는 다른
질환의 위험도 상승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았다. 보정 후에는 비만에
대해서만 유의하게 낮은 OR 값을 보였는데, 이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에서 정상 폐기능군에 비해서 평균 체질량지수가 더 낮은 것과
유사한 결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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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시행한 대규모 단면 연구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보였는데,

제한성

이상지질혈증,

폐기능군에서

공복혈당장애

대사

및

증후군

고혈압,

및

복부

그

구성

요소인

비만

모두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으나, 폐쇄성 폐기능군에서는 복부 비만을 제외하고는
어느 것도 연관성이 없었다.(51) 해당 연구에서 복부 비만은 복부
둘레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며, 정상 체중군에서도 복부 비만과 폐기능
이상의 연관성을 보였다.(51) 우리 연구에서도 평균 체질량지수가 정상
폐기능군에 비해서 유의하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복부 둘레는 오히려 더
높은 평균값을 보여, 복부 비만과의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제한성 환기장애와 PRISm 은 별개의 개념이지만, FEV1/FVC
ratio 가 정상이므로 FVC 및 FEV1 이 비례하여 유사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

혼용해서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문헌

고찰에서도 이를 인용하여 분석하였다. 하지만 PRISm 환자에서는
제한성 환기장애를 보이는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인 간질성 폐질환의
영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52) 비만이 PRISm 과의
연관성은

보여주었으나

그

유병이

급격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PRISm 의 유병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PRISm 을 단순한 외부의 기계적인 요인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만으로
설명하기도 어려워,(5) 제한성 환기장애와 PRISm 을 완전히 동일한
환자군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 제한성 환기 장애의 패턴인 총
폐용적의 감소 소견 역시 PRISm 에서 관찰되는 빈도가 높지 않았다.(16)
이 연구에서도 PRISm 군에서 약 21%가 제한성 환기장애에는 해당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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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으며, 제한성 환기장애 중에서도 897 명인 42.1%가 PRISm 군에는
속하지 않는 차이점을 보였다.
또한 PRISm 군에서 제한성 환기장애가 함께 있는 경우, 즉
FVC 감소가 동반질환에 영향을 주는지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으나,
비만 외에는 FVC 의 감소와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는 질환이 없었다.
비만은 제한성 환기장애의 대표적인 원인이기때문에 보일 수 있는
결과로 생각되나,(53) 그 외의 동반 질환에는 FVC 는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PRISm 환자에서 전반적인 동반 질환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첫 번째 연구이며, 성별, 나이, 체질량지수를 비롯하여 흡연력과
음주력 등의 위험 인자까지 보정하였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최근의
Rotterdam

스터디를

제외하면

이전

연구들은

모두

흡연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5, 8, 16, 23, 24) 하지만 PRISm 은 지금까지
만성폐쇄성폐질환과는
흡연자만

포함하는

달리
경우에는

위험인자가
대상이

명확하게

누락될

수

밝혀지지
있다.

이

않아,
연구는

비흡연자까지 모두 포함하여 일반화에 더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제한점으로는 먼저 이 연구는 단면 연구로 인과 관계를 평가할 수 없어
연관성만을 분석한 것을 들 수 있다. 두번째로는 설문지를 통한 조사로
환자의 기억에 의존하여 회상 비뚤림이 발생하는 제한점이 있다. 이를
최소화하고, 유병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각 질병의 진단 기준을
바탕으로 신체 계측 및 혈액 검사 결과에 따라 질병의 유병을 추가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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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론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4 기부터 제 6 기까지, 2007 년에서
2015 년에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폐기능 검사를 시행한 50 세
이상의 성인 중 PRISm 군에서의 동반질환의 유병을 구하고 이를 정상
폐기능 군과 비교하여 동반 위험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폐기능 검사상 PRISm 소견을 보이는 군에서 정상
폐기능군에 비하여 고혈압, 당뇨, 비만, 뇌졸중, 허혈성 심질환, 만성
신질환, 갑상선 질환, 골관절염이 동반되는 환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위험 인자를 보정한 후에도 고혈압, 당뇨, 비만,
허혈성 심질환, 만성 신질환, 갑상선 질환이 동반될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이런 질환들이 동반되는 이유를 고찰해 보면, 비만이나 갑상선
질환이 폐용적을 축소시키고 호흡근의 기능저하나 위축을 유발하여
PRISm 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거나, 반대로 PRISm 으로 인한
호흡곤란이나 저산소증이 신장과 같은 장기에 저산소성 손상을 주어
알부민뇨나 신기능 저하가 발생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처럼 다양한
질병이 PRISm 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음에도 임상에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천식을 제외한 폐기능 이상소견에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PRISm 에서 정상
폐기능군과 비교하여 여러 동반 질환의 위험이 높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４９

이런 경향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보다도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PRISm 이 관찰되는 환자가 있다면, 기저에 동반 질환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이후에도 추적 관찰 시에 PRISm 과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을 염두에 두고 진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아직 PRISm 의 특성에 대해서는 정보가 많지 않으므로, PRISm 의
경과를

이해하고

치료

방침을

결정하기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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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꾸준한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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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sociation between comorbidities and
Preserved Ratio Impaired Spirometry
: The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HANES) IV-VI

Kim Joohae
Department of Biostatistics and Epidemiolog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roduction: Patients with preserved ratio impaired spirometry
(PRISm) have more frequent respiratory symptoms and an increased
risk of mortality. However, there is a lack of studies on comorbidities
in these patients. We investigated the association between PRISm
and comorbidities using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Method: The study included subjects aged more than 50 years from
the KNHANES 4th-6th (2007-2015).
５８

Subjects who did not

undergo spirometry or performed inadequately were excluded. We
classified subjects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spirometry: normal,
FEV1/FVC ≥ 0.7 and FEV1 ≥ 80% predicted; PRISm, FEV1/FVC ≥
0.7 and FEV1 < 80% predicted; an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FEV1/FVC < 0.7. We compared the prevalence of
comorbidities among the three groups using chi-square tests.
Univariate and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used to
evaluate the risk of comorbidities in the PRISm group compared to
that in the normal group.

Result: The study included 17,515 subjects: 12,777 (73.0%) in the
normal group, 1,563 (8.9%) in the PRISm group, and 3,175 (18.1%)
in the COPD group. In the PRISm group, the prevalence of
hypertension was the highest at 51.5% (815 subjects), followed by
obesity (45.4%, 697 subjects), hypercholesterolemia (31.2%, 488
subjects), and diabetes (24.0%, 361 subjects). The prevalence of
hypertension,

diabetes,

hypercholesterolemia,

obesity,

stroke,

ischemic heart disease, chronic renal disease, thyroid disease, and
osteoarthriti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PRISm group than in the
normal group.
After adjustment for known risk factors of each disease, the risks for
hypertension [adjusted odds ratio (aOR) 1.31 (95% CI 1.14-1.50)],
５９

diabetes [aOR 1.51 (95% CI 1.29-1.78)], hypercholesterolemia
[aOR 1.20 (95% CI 1.04-1.37)], obesity [aOR 1.31 (95% CI 1.151.48)], ischemic heart disease [aOR 1.58 (95% CI 1.13-2.22)],
chronic renal disease [aOR 2.31 (95% CI 1.09-4.88)], and thyroid
disease [aOR 1.41 (95% CI 1.09-1.83)]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PRISm group than in the normal group. The average number of
comorbidities were 2.45 in the PRISm group, which was higher than
that in the normal (2.1) and COPD (2.03) groups (P<0.05).

Conclusion: The number of comorbiditie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PRISm group than in the normal group. Among the comorbidities,
hypertension, diabetes, obesity, ischemic heart disease, chronic renal
disease, and thyroid disease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RISm

after

adjustment

for

risk

factors.

Thus,

underlying

comorbidities should be evaluated in patients with PRISm and regular
follow-up should be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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