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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Creatinine-adjustment is an important process in the urinary monitoring of the environmental exposure of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ncentrations of urinary creatinine

and factors associated with them among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We recruited 1,025 persons from 128

extracted schools. They were from three to 18 years old and supplied urine samples for measuring creatinine.

The concentrations of urinary creatinine were 98.18 mg/dl (SD, 67.67) in arithmetic mean and 72.05 mg/dl (GSD

2.49) in geometric mean, were significantly higher among male children/adolescents than females in all age

groups, and higher values appeared following increasing ages, heights and BMIs. The rates of the number who

were below the lowest limit recommended by WHO (<30 mg/dl) were 25.57% among three to four year olds,

21.77% among five to six year olds, 20.0% among seven to eight year olds and 14.69% among nine to ten year olds,

respectively. The rates of those above the highest limit (>300 mg/dl) were 0.0% among three to twelve year olds.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square of the fitted regression model for urinary creatinine was 27.4% with

general characteristic variables of sex, age, BMI and height. The significant variables among these were height

(standardized beta = 0.372) and age (standardized beta = 0.129). Another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square

was 15.3% with dietary habit variables of smoking, drinking, dining area, number of meals and snacks, and

intake of milk food, cup-noodles, canned foods, popcorn, nachos, and hamburgers.

In conclusion, the concentration of urinary creatinine was significantly lower in children than in adults, and was

very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height of children. Therefore, children need the recommended

concentrations for urinary creatinine, as distinguished from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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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에 환경오염물질에 의한 어린이의 유해성은

중요한 국제적 관심이 되고 있다. 과거 50여년 동안

새롭게 합성하여 만들어진 화학물이 80,000종류 이

상이 되고 있는데, 이들이 공기, 물, 농작물, 지역사

회, 폐기물 그리고 가정 등에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있다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노출(accidential exposure)

되어 사망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84,000명이며, 합성

된 물질의 약 20% 정도가 태아, 신생아, 어린이 등

에게 발달독성(developmental toxicity)을 일으킨다고

보고하고 있다.1)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국제사회에서는 어린이의

환경유해물질 노출평가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정책

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세계보건기구(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는 2004년도에 유럽

어린이 건강을 위한 환경유해성 방지 행동계획(the

children's Environmental and Health Action Plan,

CEHAPE)을 개발하여 수행하기 시작하였고,2) 독일

에서는 2003년부터 2006년도에 수행한 독일환경조

사 German Environmental Survey IV, GerES IV)를

통하여 어린이(3-14세)를 대상으로 환경유해물질 노

출평가사업을 수행하였다.3) 또한 미국에서는 국민건

강영향조사(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NHANES) 프로그램을 통하여 국민들에 대

한 환경유해물질 노출을 조사하면서 1세 이상 어린

이를 포함한 전 국민들을 대상자로 선정하였고,4) 캐

나다에서는 2007년에 시작한 캐나다인 건강조사(the

Canadian Health Measure Survey, CHMS)의 대상자

에 6세 이상 어린이를 포함시키었다.5) 우리나라에서

는 2008년에 환경보건법을 제정하면서 수행된 국민

건강영양조사의 대상자(19세 이상)에 어린이가 포함

되어 있지 않았지만, 민감 및 취약계층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건강영향 조사 프로그램에 영유아와 어린

이, 산모, 노인 등을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6)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로 수행

하는 생체모니터링에서 혈액(blood)과 요(urine)를 생

체시료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요는

체내에서 대사된 물질이 대부분 최종적으로 배출되

는 경로이기 때문에 생체모니터링을 위하여 가장 많

이 사용하는 생체시료이다. 특히 체내 반감기가 짧

은 오염물질(농약류, 중금속 등)은 노출된 이후에 빠

르게 요로 배출되기 때문에, 요 시료는 이들의 노출

여부를 확인하는데 매우 유용한 생체시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7)

그러나 요에 함유되어 있는 물의 양에 의하여 배

설량이 변하기 때문에, 이 물의 용량에 의하여 요에

함유되어 있는 오염물질의 농도가 희석되거나 농축

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8) 따라서 세계보건

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는 요중 크

레아티닌 농도가 30 mg/dl~300 mg/dl 범위일 경우에

보정에 사용할 수 있는 유효농도범위라고 권고하였

다.9) 그런데, WHO에서 권고하는 크레아틴의 농도는

성인 근로자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어린이에게

적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9) 미국 NHANES III

(1988-1994)의 조사결과에서도 미국인의 크레아티닌

농도가 어린이에서 매우 낮으면서 연령에 따라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8) 

대사물질(오염물질)의 크레아틴-보정 농도는 크레

아티닌 농도(grams creatinine per liter urine)에 의

하여 대사물질의 농도가 과소 또는 과대로 산출될

수 있기 때문에, 크레아티닌 농도의 정상범위를 성

인과 어린이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요중 대사

물질의 보정농도를 크게 왜곡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

다고 생각된다. 또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양하게 국

가차원의 유해물질 생체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수행하

고 있는 실정에서 어린이의 크레아티닌 유효농도 범

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전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크레아티닌 농도를 측정하여, 어린이들의

크레아티닌 농도분포와 WHO 권고농도범위 분포도

를 분석하고, 크레아티닌 농도에 영향을 주는 연령,

성, BMI, 신장 등과 다양한 식품섭취 행태요인들을

분석하여 어린이들의 크레아티닌 유효농도범위를 결

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II. 연구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2010년 3월부터 10월까지 식품의약품

안전청/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유해물질 인체영향”(과제번호: 09182유해물 607)에

참여한 3-18세 범위의 남녀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

로 소변을 채취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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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및 청소년의 표본 추출을 위하여 1차 추출

단위는 학교이었고, 이를 위해서, 전국 유·초·중·고

등학교(11,592개 학교)10)를 대상으로 유치원, 초등학

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으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선

정하였다. 2차 추출단위는 학급이었고, 이를 위해서

각 학년에서 하나의 중심학급을 선정하였다. 3차 추

출단위는 학생이었고, 이를 위하여 선정된 학급에서

2명의 학생(중심번호)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표본학교 및 표본학생은 유치원 32

개교(256명), 초등학교 32개교(384명), 중학교 32개

교(192명), 고등학교 32개교(192명) 등으로 구분하여

총 128개교에서 1,024명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접촉과 생체시료 채취 및 사용

을 위하여 2010년 3월 29일에 서울아산병원 임상연

구심의위원회(AMC IRB)에 심의를 신청하여 2010년

4월 5일에 심의결과 통지서를 받았다.

2. 생체시료(요) 채취

대상자가 요 컵(urine cup)을 사용하여 요를 받아

오게 하고, 약 0.5 ml를 분취하여 냉장상태(4oC 이

하)로 보관하고, 이것을 24시간 이내로 실험실로 운

반한 후에 분석시료로 활용하였다.

 

3. 요 크레아티닌 농도 분석

요중 크레아티닌의 농도는 Jaffe 법으로(Lee and

Lee, 1990) 측정하였으며, 자동분석기기는 HITACHI

7600이었고, 이 기기의 측정한계는 1.0 U/L이었다.

분석기기는 임상병리분야의 국외정도관리 프로그램

인 CAP(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s) 정도관

리 프로그램에서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4. 체질량지수(BMI)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는 사람들의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여 지방의 양을 추정하는 공식

으로 체지방율 및 건강위험도를 반영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체질량지수는 계산방법과 각 체질량지

수(BMI) 레벨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11)

5.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에서는 PC

SAS 9.1(& SUDAAN)을 사용하여, 학교 추출과정

과 관련된 가중치를 요중 크레아티닌 농도에 적용하

였다. 각 변수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 등으로 표시

하였고, 집단 간 구성비의 차이 검정을 위한 χ2-test,

성별 평균 비교를 위한 t-test, 연령 및 BMI 구분에

따른 평균 비교를 위한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요중 크레아티닌 농도

에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였고, 명목변수는 dummy

화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어린이/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

은 Table 1과 같다. 총 참여자는 1,025명이었으며,

성별로 구분하면 남자가 517명(50.4%), 여자가 508명

BMI=

BMI (kg/m2) Weight status

below 18.5 Underweight

18.5 to 24.9 Healthy weight

25.0 and 29.9 Overweight

30.0 and above Obesity

weight kg( )

height m( ) height m( )×
-----------------------------------------------------

Table 1. Characteristics of child and youth participants

in this study

Group Number %

Sex
Male 517 50.4

Female 508 49.6

Age

3-4 years 140 13.7

5-6 years 147 14.3

7-8 years 115 11.2

9-10 years 143 14.0

11-12 years 121 11.8

13-14 years 139 13.6

15-16 years 132 12.9

17-18 years 88 8.6

Height

<119 cm 246 24.0

120-139 cm 226 22.0

140-159 cm 265 25.9

>160 cm 288 28.1

BMI

below 18.5 545 53.1

18.5 to 24.9 418 40.8

25.0 and 29.9 63 6.1

Drinking

Experience

No 942 91.9

Yes 83 8.1

Smoking

Experience

No 980 95.6

Yes 45 4.4

Total 1,0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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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명)으로 비슷하였고, 참여자의 각 연령별 분

포가 8.6~14.3%이었다. 

신장이 119 cm 이하인 어린이/청소년의 분포는

24.0%이었고, 160 cm 이상인 어린이/청소년의 분포

는 28.1%이었다. 체질량지수(BMI)의 분포는 정상체

중으로 분류된 어린이/청소년의 분포가 40.8%이었

고, 저체중인 참여자가 53.1%, 과체중인 참여자가

6.1%로 나타났다. 참여한 어린이/청소년들에서 음주

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사람이 8.1%이었고, 흡연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사람은 4.4%이었다. 

2. 참여한 어린이/청소년의 요중 크레아티닌 농도분포

연구에 참여한 어린이/청소년의 요중 크레아티닌

농도분포는 Fig. 1과 같고, 인구학적 특성별로 구분

한 요중 크레아티닌 농도는 Table 2와 같다.

유효시료는 1,025개(100%)이었고, 전체적으로 기

하분포를 하였으며, 크레아티닌의 산술평균 농도는

98.19 mg/dl(SD, 67.67), 기하평균 농도는 72.05 mg/dl

(GSD, 2.49)이었다. 여자(85.87 mg/dl)에 비하여 남

자(110.31 mg/dl)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게 나

타났고(p<0.001), 3세(3-4세: 56.25 mg/dl)부터 18세

까지(17-18세: 127.87 mg/dl)까지 연령이 증가하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p<0.001). 또한 3세부터 18세까지 모든 연령에서 여

자에 비해 남자에서 요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Fig. 2).

Fig. 1. Distribution of urinary creatinine concentrations

of child and youth participants in this study.

Table 2. Urinary creatinine concentrations in child and youth participants  unit; mg/dl

Subject N AM SD GM GSD p-value

Gender
Male 517 110.31 68.51 87.52 2.13 5.875

(0.000)Female 508 85.87 64.57 59.10 2.75

Age

3-4 years 140 56.25 38.96 39.68 2.78

50.816

(0.000)

5-6 years 147 60.77 37.32 46.06 2.39

7-8 years 115 72.60 46.78 54.60 2.42

9-10 years 143 84.99 52.77 66.67 2.20

11-12 years 121 109.32 59.61 90.25 2.00

13-14 years 139 135.80 71.89 111.99 2.06

15-16 years 132 151.38 77.24 126.29 1.99

17-18 years 88 127.87 75.31 100.82 2.19

Height

<119 cm 246 50.06 38.90 43.03 2.61

1138700.7

(0.000)

120-139 cm 226 71.93 45.30 54.38 2.39

140-159 cm 265 108.16 64.70 85.94 2.16

>160 cm 288 143.06 74.96 118.63 1.99

BMI

below 18.5 544 77.95 56.09 56.01 2.57
241846.1

(0.000)
18.5 to 24.9 418 119.43 71.97 93.64 2.22

25.0 and 29.9 63 132.06 73.66 111.20 1.89

Drinking

Experience

No 942 101.74 65.57 79.55 2.19 6.361

(0.000)Yes 83 157.62 71.43 135.50 1.89

Smoking

Experience

No 980 104.62 66.29 82.38 2.16 8.641

(0.000)Yes 45 159.76 65.33 147.22 1.52

Total 1025 98.19 67.67 72.05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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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이 119 cm 이하인 경우(50.06 mg/dl)에 비하여

신장이 160 cm 이상인 경우(143.06 mg/dl)에 매우 높

게 나타났으며, 신장이 증가함에 따라 요중 크레아

티닌 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높게 증가하

는 경향을 보여주었다(p<0.001). 

BMI가 18.5 이하인 경우(77.95 mg/dl)에 비해 BMI

가 25.0-29.9인 경우(132.06 mg/dl)에 요중 크레아티

닌 농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BMI이 높아짐에 따라

요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주었다(p<0.001). 음주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어린이/청소년의 요중 크레아티닌 농

도(157.62 mg/dl)가 음주경험이 없다고 답변한 응답

자(101.71 mg/dl)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로 높게 나타났고(p<0.001), 흡연경험이 있다고 답

변한 어린이/청소년의 요중 크레아티닌 농도(159.76

mg/dl)가 흡연경험이 없다고 답변한 응답자(104.62

mg/dl)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높게 나

타났다(p<0.001).

3. WHO 권고기준에 따른 요중 크레아티닌 유

효농도 분포

연구에 참여한 어린이/청소년의 요중 크레아티닌

농도를 WHO 권고기준(<30 mg/dl, >300 mg/dl)으로
Fig. 2. Changes of urinary creatinine concentrations in

each gender of child and youth group by age.

Table 3. Percentage of each age group whose urinary creatinine concentrations fell outside the WHO guideline range

(i.e., <30 mg/dl or >300 mg/dl)

Age

groups

All Male Female

No.
<30 mg/dl

N (%)

>300 mg/dl

N (%)
No.

<30 mg/dl

N (%)

>300 mg/dl

N (%)
No.

<30 mg/dl

N (%)

>300 mg/dl

N (%)

3-4 140 25.57 0.00 73 21.92 0.00 67 35.82 0.0

5-6 147 21.77 0.00 65 10.77 0.00 82 30.49 0.0

7-8 115 20.00 0.00 59 15.25 0.00 56 25.00 0.0

9-10 143 14.69 0.00 71 9.86 0.00 72 19.44 0.0

11-12 121 9.09 0.00 63 1.59 0.00 58 17.24 0.0

13-14 139 5.04 0.72 74 2.70 1.35 65 7.69 0.0

15-16 132 5.30 4.55 65 4.62 7.69 67 5.97 1.49

17-18 88 7.95 2.27 47 2.13 4.26 41 14.63 0.0

Total 1,025 14.44 0.88 517 8.90 1.56 508 20.08 0.20

Table 4. Coefficients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gender, age, BMI and height) from the multiple regression model of

urinary creatinine concentrations in children and adolescence

Model I β Standardized β p
Covariance

R2

Covariate VIF

 Intercept -54.285 0.014

0.274

 Gender
Male 0a  0a NA NA NA

Female -18.904  -0.140 0.000 0.923 1.084

 Age  1.948  0.129 0.119 0.104 9.652

 BMI  -0.093  -0.005 0.885 0.628 1.591

 Height  1.025  0.372 0.000 0.102 9.843
aReference category of du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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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efficients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dietary habits) from the multiple regression model of urinary

creatinine concentrations in children and adolescence

β
Standardized 

β
p

Covariance
R2

Covariate VIF

Intercept 83.741 0.000

0.153

Smoking

 experience

None 0a 0a NA NA NA

Yes 25.043 0.076 0.020 0.805 1.242

Drinking

experience

None 0a 0a NA NA NA

Yes 38.748 0.156 0.000 0.760 1.316

Dining area

Home(Lunch box) 0a 0a NA NA NA

Restaurant 16.652 0.097 0.003 0.802 1.246

etc -18.780 -0.027 0.356 0.969 1.032

Number of

meals

<2 times 0a 0a NA NA NA

3 times 8.783 0.048 0.147 0.771 1.296

>4 times 7.195 0.016 0.613 0.836 1.197

Number of 

snacks

1 times 0a 0a NA NA NA

2 times -8.982 -0.066 0.036 0.848 1.180

3 times -17.062 -0.075 0.018 0.848 1.179

4 times -27.787 -0.036 0.223 0.964 1.037

5 times -11.644 -0.013 0.223 0.964 1.037

Intake of

milk food

Almost not 0a 0a NA NA NA

1-3 times/month -9.269 -0.064 0.155 0.419 2.386

4-12 times/month -16.660 -0.114 0.012 0.414 0.2418

16-24 times/month -22.460 -0.105 0.006 0.587 1.703

>30 times/month -5.629 -0.027 0.483 0.554 1.804

Intake of

cup-noodle

Almost not 0a 0a NA NA NA

1-3 times/month 19.193 0.133 0.000 0.772 1.295

4-12 times/month 22.857 0.116 0.000 0.825 1.212

>16-24 times/month 29.160 0.046 0.150 0.817 1.223

Intake of

canned foods

Almost not 0a 0a NA NA NA

1-3 times/month 6.342 0.047 0.195 0.650 1.539

4-12 times/month 15.717 0.093 0.012 0.618 1.619

16-24 times/month 28.381 0.087 0.009 0.775 1.290

>30 times/month 7.913 0.017 0.599 0.854 1.171

Intake of

popcorn & nachos

Almost not 0a 0a NA NA NA

>1-3 times/month 2.238 0.010 0.748 0.870 1.149

Intake of 

hamburger

Almost not 0a 0a NA NA NA

1-3 times/month -1.251 -0.009 0.779 0.842 1.188

>4-12 times/month 11.929 0.024 0.429 0.892 1.121

구분하였을 경우의 분포비율이 Table 3과 같다. 요

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30 mg/dl 이하인 어린이/청소

년의 분포가 3-4세에서 25.57%, 5-6세에서 21.77%,

7-8세에서 20.0%, 9-10세에서 14.69% 등으로 큰 차

이를 보이며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비

율을 보여주고 있었다. 반면에 요중 크레아티닌 농

도가 300 mg/dl 이상인 어린이/청소년의 분포가 3세

에서 12세까지 0.0%이었고, 13-18세에서 0.72~2.27%

로 나타났다.

 

4. 요중 크레아티닌 농도에 대한 영향요인

요중 크레아티닌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모델은 Table 4와 Table 5와 같다.

참여한 어린이/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변수들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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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크레아티닌 농도에 미치는 영향력, 즉 설명력은

27.4%로 나타났으며, 요중 크레아티닌 농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변수는 신장(standardized β = 0.372)이

었고, 그 다음은 연령(standardized β = 0.129)이었

다. 음식섭취 행태요인이 요중 크레아티닌에 대한

영향력, 즉 설명력은 15.3%로 나타났다. 요중 크레

아티닌 농도에 영향을 주는 음식섭취 행태요인은 흡

연, 음주, 음식점 이용, 식사횟수, 컵라면 섭취횟수,

캔식품 섭취횟수, 팝콘과 나초 섭취, 햄버거 섭취 등

이었다. 

IV. 고  찰

요중 유해물질은 인체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물질

의 양과 매우 높은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

염물질의 인체내 유해물질모니터링을 수행하는 프로

그램에서 요중 유해물질의 양을 인체에 노출된 유해

물질의 생체지표로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다.7) 

그러나 요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물질의 양을 나타

내는 농도는 요에 함유되어 있는 물의 양의 변화에

의하여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정해

주는 방법으로 크레아티닌 농도, 요 비중, 삼투력 등

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이들 방법

중에서 요중 크레아티닌의 양에 의하여 보정하는 방

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12-15) 

유해물질의 크레아티닌 보정 농도값은 유해물질의

양을 크레아티닌의 양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산출

하기 때문에 크레아티닌 농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

으면 크레아티닌 보정 농도값이 과대평가되거나 과

소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는 보정에 사용할 수 있는

크레아티닌의 유효농도범위를 30~300 mg/dl로 사용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9) 이것을 근거로 독일,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 요중 유해물질의 농도를 보정하는

크레아티닌의 권장유효농도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

다.16)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 IV(6,286명)에서

이들 권장 유효범위에 해당하는 시료건수가 92.2%

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17)

그러나 어린이의 크레아티닌 농도는 성인에 비하

여 크게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WHO에서 성인을 대

상으로 제안한 크레아티닌의 유효농도범위를 어린이

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NHANES III(1988-1994)

에서 6~11세 어린이의 크레아티닌 농도(Mean, 102.1

mg/dl)가 성인(Mean, 161.8 mg/dl)에 비하여 유의한

수준으로 낮았다고 보고하였고,8) 본 연구에서도 크

레아티닌의 산술평균농도가 3~4세(56.25 mg/dl), 5~6

세(60.77 mg/dl), 7~8세(72.60 mg/dl), 9~10세(84.99

mg/dl))까지 매우 낮은 농도를 보여주고 있어서, 미

국의 연구결과 동일하게 우리나라 어린이의 크레아

티닌 농도도 성인에 비하여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어린이의 요중 크레아티

닌 농도는 모든 연령에서 여성에 비하여 남자가 높

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미국의 성인과 한국의 성인

에서와 동일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다.8,17,18) 

더욱이 크레아티닌 농도의 유효범위를 WHO에서

권고하는 농도범위(30~300 mg/dl)를 성인에게 적용

하였을 경우에, 30 mg/dl 이하인 한국성인이 2.3%,

300 mg/dl 이상인 한국성인이 5.5%로 미국의 성인

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하여,8,17,18) 어

린이게 적용하였을 경우에 30 mg/dl 이하인 한국어

린이가 3~4세에서 25.57%, 5~6세에서 21.77%, 7~8

세에서 20.00%, 9~10세에서 14.69%로 매우 높게 나

타났고, 300mg/dl 이상인 어린이가 3에서 12세까지

0.0%로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다. 즉 크레아티닌의

유효농도범위가 성인과 어린이 사이에 큰 차이가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크레아티닌에 대한 WHO의 권장 유효농도

범위를 어린이에게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나

타내는 근거로 판단할 수 있으며, 어린이에게 적용

할 수 있는 크레아티닌 권장 유효농도를 설정할 필

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나이가 낮은 어린이의

크레아티닌 농도는 매우 낮기 때문에 유효농도의 하

한값을 크게 낮추거나 일정 연령(8세 이하)까지 하

한값을 제정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크

레아티닌의 상한값도 성인에 비하여 크게 낮추거나

제정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요중 크레아티닌 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성,

인종, 나이, 근육량, 생활습관, 식습관 등으로 알려

져 있다. 크레아티닌은 몸속의 크레아틴이 24시간

대사되어 뇨중 배설되며, 그 양이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농도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19) 본

연구에서 어린이들도 모든 연령에서 남성이 여성보

다 높은 농도로 나타났다. 또한 성인에서는 연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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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함에 따라 크레아티닌 농도가 감소한다고 보고

되어 있는데,8,17,18) 어린이의 경우에서는 연령이 증가

함에 따라 크레아티닌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본

연구결과에서 보여주고 있다(Fig. 2). 이것은 어린이

의 경우에 나이가 낮을수록 크레아틴을 크레아티닌

으로 대사시키는 능력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

다.20,21) 또한 흡연과 음주여부가 요중 크레아티닌 농

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17) 본 연구

에서도 흡연과 음주를 경험한 어린이에게서 크레아

티닌 농도가 유의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어린이의 요중 크레아티닌 농도에 대

한 인구학적 특성(성, 연령, BMI, 신장 등)의 설명

력(R-square)은 27.4%이었고, 이들 중에서 가장 높

은 영향을 준 변수는 신장(standardized beta = 0.372)

이었고, 그 다음으로 연령(standardized beta = 0.129)

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어린이의 크레아티닌 농도를

사용할 경우에 연령보다는 신장을 고려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 등(2012)은 성인의

요중 크레아티닌 농도에 대한 연령과 BMI 등의 설

명력이 14.0%이었다고 보고하였다.16) 또한 본 연구

에서 어린이의 요중 크레아티닌 농도에 대한 생활습

관(흡연, 음주여부)과 음식섭취행태(식당이용, 식사횟

수, 스낵섭취, 우유식품, 컵라면, 캔 식품, 팝콘, 햄

버거 섭취 등)의 설명력(R-square)은 15.3%로 나타

났다. 

 

V. 결  론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1,025명의 어린이/청소년(3-

18세)에게서 뇨를 채취하여 크레아티닌 농도를 측정

하고,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

었다. 

1. 크레아티닌 농도가 기하분포를 하였고, 산술평

균 농도는 98.19 mg/dl(SD, 67.67), 기하평균 농도는

72.05 mg/dl(GSD, 2.49)이었다. 

2. 크레아티닌 농도가 모든 연령에서 남자가 높게

나타났고, 연령, 신장, BMI 값이 증가함에 따라 크

게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3. WHO이 권고하는 크레아티닌 유효범위의 하한

치(<30 mg/dl) 이하인 참여자가 3-4세에서 25.57%,

5-6세에서 21.77%, 7-8세에서 20.0%, 9-10세에서

14.69% 등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상한치(>300

mg/dl) 이상인 어린이/청소년이 3세에서 12세까지

0.0%이었고, 13-18세에서 0.72~2.27%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4. 크레아티닌 농도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변수의

영향력(설명력)은 27.4%이었고, 신장(standardized

β = 0.372)과 연령(standardized β = 0.129)이 중요한

영향변수로 나타났다. 크레아티닌 농도에 대한 식품

섭취 행태변수의 영향력(설명력)은 15.3%이었고, 영

향변수는 흡연, 음주, 음식점 이용, 식사횟수, 컵라

면 섭취횟수, 캔식품 섭취횟수, 팝콘과 나초 섭취,

햄버거 섭취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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