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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담석증은 선진국 발병률의 주요 요인이다. 견과

류에는 담석증을 방할 수 있는 여러 물질이 풍

부하다.

  Nurse's Health Study로서 1980년 에 30-55세

의 담석증세가 없는 여성 80,718명을 상으로 담

낭 제술의 험과 견과류(땅콩, 기타 견과류, 땅콩

버터) 섭취와의 상 계를 연구하 다. 참여 여성

들에게 2년마다 견과류 소비와 담낭 제술을 받았

는지 여부를 우편 설문조사 하 다(2000년 까지). 

□ 결과 : 1980년-2000년까지 연인원 1,393,256명

에서 7831건의 담낭 제술을 보고받았다. 나이 

 다른 험요소를 조정(감안)하고 난 결과

로서, 5unit 이상의 견과류(1unit=1oz or 28.6g 

nut/week)를 소비한 여성은 견과류를  먹

지 않거나 매우 게 먹는(1unit 이하/month)

여성에 비해, 확실히 담낭 제술의 험도

(rela- tive risk: 0.75; 95% CI:0.66, 0.85;P for 

trend<0.0001)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소비(saturated fat, trans fat, polyunsaturated 

fat and monounsaturated fat)는 실질 으로 

이 연 계와 련이 없었다. 땅콩과 기타 견

과류의 소비를 분리해서 분석한 결과, 둘 다 

담낭 제술 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에 있어서, 자주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이

담낭 제술의 험을 감소시키는 것과 연 성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낭증은 미국과 서양국가의 성인에게 흔한 질

병이며 복부 발병률의 주요 원인이다. 음식과 담

석증간의 연 성에 한 연구는 부분 여러 가지 

양소의 섭취에 한 것이었으며, 특정 식품의 

효과에 해서는 많은 연구가 없었다. 어떤 특정 

식품의 향은 여러 물질의 조합에 의한 것일 수 

있다. 부분 서양인들에 있어서 담석의 80%는 

콜 스테롤성 담석이다. 담 가지(biliary tree)로의 

콜 스테롤 분비와 담즙  인지질 분비의 불균형

은 콜 스테롤성 담석 형성의 주요 요소이다. 

장 내 높은 triacylglycerol 농도와 낮은 HDL-콜

스테롤 농도는 담석 형성과 연 성이 있다.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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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류는  콜 스테롤과 lipoprotein에 해 유

익한 효과를 나타내는 여러 물질이 풍부하다. 견

과류 지방의 부분은 불포화지방이며 포화지방은 

상 으로 매우 다. 동물실험으로 보면, 이 식

이 지방들은 담석 형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견과

류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있어 담석증 방에 

유익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견과류 섭취와 담석증

간 연 계는 확실히 입증되지 않았다. 이를 

해, 여기에서는 미국 여성집단에서의 견과류 섭취

와 담낭 제술간의 연 성을 시험하 다.

Ⅱ. 재료  방법

□ 연구 집단 : Nurse's Health Study로서, 1976

년 121,700명의 30-55세 여성 간호사가 그들의 

병력과 생활스타일에 한 질문을 완료하 다. 

매 2년마다 질문서가 보내져 잠재  험요소

와 새로 진단된 질병에 해 새로이 갱신되었

다. 1980년에는 식이에 한 범 한 조사가 

포함되었다. 재의 분석은 1980년 질문서에 

응답한 80,718명의 여성, 즉 1980년 이 에 담

낭 제술이나 담석진단을 받지 않고, 암 진단

도 없으며 당한 식이자료를 가진 여성에 

한 것을 근간으로 하 다. 이 연구는 Instituti-  

onal Review Board on the Use of Human 

Subjects in Research of the Brigham and 

Wemen's Hospital in Boston에 의해 승인되

었다.

□ 견과류 소비에 한 조사 : 1980년의 질문서

는 61항목이 으며, 1984년 식이 질문서는 116

항목으로 늘어났다. 상자 식이에 한 정보

갱신을 해 1986, 1990, 1994, 1998년에 자료

의 업데이트를 실시하 다. 1980년과 1984년 

질문서에는 지난 해 평균 견과류 섭취(1unit = 

1oz or 28.6g nuts)에 해 보고하도록 요구되

었다. 1986, 1990, 1994, 1998년의 질문서에는 

질문이 땅콩(식물학 으로는 견과류가 아닌) 

섭취에 한 것과 기타 견과류 섭취에 한 것

으로 나뉘었다. 1986, 1990, 1994, 1998년의 총 

견과류 소비에 한 자료는 이 두 가지가 합쳐

졌다. 땅콩과 다른 견과류의 섭취에 한 분리

가 1986년 시작되었기 때문에 1986년 질문서의 

응답 이 에 담낭 제술이나 담낭 질병을 진단

받은 사람들은 제외되었다. 견과류 소비에 한 

조사는 땅콩버터(1슈네=1oz or 28.6g peanuts)

에 한 것도 포함되었다. 보스턴 지역 참가자

(총 173명)의 무작  샘 에서의 validation 

study를 보면, 1980년 질문서로 조사된 견과류 

섭취와 여러 주일동안의 식이 기록의 견과류 

섭취 간의 correlation coefficient는 0.66 이었다.

□ 담낭 제술인 경우의 확인 : 1980년 시작된 

매 2년마다의 설문에서 담낭정제술의 발생과 

발생일자를 조사하 다. 자체 보고의 validat- 

ion study로서 1982년 담낭정제술을 보고한 50

명을 샘 로 조사하 다. 50명  43명이 응답

하 고, 43명은 모두 이 의 보고와 동일하

으며, 의료기록이 있는 36명으로부터 수술을 

확인하 다. 여성들은 치료되지 않은 담석보다

는 외과  수술의 발생과 시기를 정확히 기록

하기 때문에 담낭정제술을 종료 으로 삼았다. 

더욱이 증상 인 담석은 담낭 제술의 주 지

표가 된다. 반면, 오직 극소수의 비증상 인 

담석이 진단되었다. 본 참여자들에서, 1980- 

1986년에서 담낭정제술을 받은 80%의 사람은 

담석증증상의 진단을 보고하 고, 1980-1986년

에서 담석증과 증상을 가진 12%의 사람은 이 

기간동안 담낭 제술을 받지 않았다.

□ 자료 분석 : 1980년 질문서의 회신일자에서부

터 담낭 제술 일자, 암발생일자, 마지막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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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회신일자, 사망일자, 2000년 연구 최종일자 

등에 한 인원-시간  사항을 검토하 다. 여

성들은 견과류 섭취에 따라 5 카테고리로 분

류되었다(월간 1회 이하, 월간 1-3회, 주당 1

회, 주당 2-4회, 주당 5회이상). 담낭 제술 발

생률은 각 카테고리에서 발생수를 인원-시간

 사항으로 나 어 계산하 다. 상  험

도는 특정 카테고리의 견과류 섭취에서의 발

생률 카테고리에서의 발생률로 나눔으로써 계

산하 다. 

  다변수의 상  험도는 Cox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 model을 사용하여 계산하 다. 

다변수 분석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알려져 있거나 

는 의심되는 교란변수를 동시에 조정하 다 (시

간경과, 나이, 체질량지수, 이  기간동안의 체

변화, 신체  활동성, 출산력, 분만, 경구피임약 사

용도, 폐경기 호르몬 사용도, 당뇨 이력, 흡연이력, 

thiazide diuretics 사용도,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제 사용도, 총 섭취 에 지, 에 지 조정된 섬유질 

섭취, 에 지 조정된 당분 섭취, 알콜 섭취, 커피 

섭취 등). 이 변수들은 이 것들이 견과류 섭취나 

담석형성의 험도와 련이 있기 때문에 선정되

었다. 

  시간에 따른 견과류 섭취의 변화를 설명하기 

해, 기본  분석치를 된 평균 섭취와 연계시

켰다. 한 담낭 제술 발생을 기 에서 견과류 

섭취와 연계하여 분석하 다. 담낭정제술과 연

된 잠재 인 증상이 견과류 소비 변화와 인과 계

가 있는지 여러 가지 분석을 실시하 다. 모든 상

 험도는 95% CIs로 표시되었고, P value는 

2 sided test에 근거하 다. 모든 통계분석은 SAS 

release 8.2를 사용하 다. 

Ⅲ. 결과

  1980년을 기 으로 29.6%의 참가자들이 주당 1

회이상 1unit의 견과류를 먹는 것으로 보고하 다. 

체 참가자를 보면, 5.3%가 주당 5회 이상 섭취

하며, 9.2%가 주당 2-4회, 15.1%가 주당 1회 섭취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980년에 견과류를 거의 

섭취하지 않은 여성들과 비교하면 견과류를 자주 

섭취하는 여성들은 신체 으로 보다 활동 이며, 

더 말랐고, 담배를 덜 피우며, 술은 더 마시지만 

커피는 덜 마시는 경향을 나타내었다(Table 1). 빈

번한 견과류 섭취는 탄수화물을 덜 섭취하고 불포

화지방과 섬유질을 더 섭취하는 것과 상 성이 있

었다.   

  1980-2000년의 1,393,256명에서 7831건의 담낭

제술을 확인하 다. 나이가 조정된 분석치(age 

adjusted analysis)에서 주당 5회 이상 견과류를 

섭취하는 여성과 거의 섭취하지 않는 여성에서 상

인 험도는 0.66(95% CI: 0.58, 0.74; P for 

trend <0.0001)이었으며, 다  요소를 조정한 경우

는 약간 감소하 다(relative risk: 0.75; 95% CI: 

0.66, 0.85; P for trend <0.0001)(Table 2). 

Saturated fat, trans fat, polyunsaturated fat, 

monounsaturated fat을 조정한 후는 주당 5회이상 

견과류 섭취했을 경우 담낭 제술 험도가 0.78 

(95% CI: 0.68, 0.88; P for trend <0.0001) 이었다. 

장기간의 견과류 소비의 향을 보기 해 기본

인 견과류를 섭취와 담낭 제술의 연 성을 확인

하 으며, 유사한 결과가 얻어졌다. 견과류를 거의 

섭취하지 않는 여성과 비교해 주당 5회 이상 섭취

하는 여성의 다변수 상  험도는 0.85(95% 

CI: 0.74, 0.96; P for trend =0.0009) 다. 

  잠재 인 담석의 증상이 견과류의 소비 하를 

유도한 것인지 시험하기 해,  임상조건에 의

한 식이 변화를 조사하고자 처음 2년과 4년 기간

의 모든 경우를 배제한 것을 분석하 다. 견과류

를 거의 섭취하지 않는 여성과 비교해 주당 5회이

상 섭취하는 여성의 다변수 상  험도는 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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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CI: 0.73, 0.96; P for trend =0.002) 고, 처

음 2년과 4년 기간을 제외한 경우는 0.85(95% CI: 

0.74, 0.97; P for trend =0.005) 다.

   다른 분석으로서, 땅콩, 땅콩버터와 기타 견

과류의 소비를 측정하 다. 주당 5회 이상의 소비

를 월간 1회 이하의 소비와 비교한 경우, 다변수 

상  험도는 땅콩에서 0.81(95% CI: 0.64, 

1.01; P for trend =0.02)이었고, 땅콩버터에서 0.85 

(95% CI: 0.78, 0.93; P for trend =0.001)이었으며, 

기타 견과류에서 0.65(95% CI: 0.46, 0.93; P for 

trend =0.005) 다. 이러한 담낭 제술의 험도에 

한 모든 연 성은 saturated fat, trans fat, pol- 

yunsaturated fat, monounsaturated fat의 섭취에 

한 조정 후 약간 감소되었다.

Ⅳ. 토의

  본 규모 연구에 의해 견과류 섭취와 담낭 제

술간의 반비례성을 발견하 다. 데이터는 담낭

제술의 험 감소가 빈번한 견과류 소비에서만 

찰되는 확실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빈번하게 견과

류를 섭취하는 여성들은 담석증을 방하는 식이 

는 행동 요소를 가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교

란변수가 찰된 반비례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 확

인하 다. 이러한 변화요소들의 조정에서는 매우 

은 연 성 감소만을 나타내었고, 다변수 분석으

로 확실한 연 성을 알 수 있었다. 다  험요소

에 한 많은 정보가 알려진 교란변수를 조정하게 

하 지만, 측정불가능한 식이, 행동 는 유  

요인들에서 기인하는 나머지 변수가 완 히 배제

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나머지 변수들은 확실히 

찰된 반비례성을 완 히는 설명하지 못한다.

  견과류 섭취와 담석증간의 계는 견과류 소비

가 험성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생물학  개연성

에도 불구하고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 여러 견과

류 는 땅콩에 의한 청 지방농도의 감소가 여

러 좋은 임상연구에서 나타났다. 견과류의 주요 

에 지원은 지방이기 때문에 견과류에 의한  

지방에 한 유익한 효과는 높은 unsaturated fatty 

acid와 낮은 saturated & trans fatty acid 함량 때

문일 것이다. Monounsaturated & polyunsaturated 

fat은 콜 스테롤 담석증의 해제로 작용할 수 

있다. 여러 종류의 견과류가 비슷한 양성분(지방

산을 포함하여)으로 구성되어 있어, 땅콩이나 다른 

견과류에서 비슷하게 담낭 제술에 한 반비례성

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진다.

  높은 지방함량 때문에 견과류는 통 으로 기

피해야 할 식품으로 여겨졌고, 많은 견과류 섭취

가 체 증가와 담석 험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본 시험군에서는 많은 견과

류를 먹는 여성이 더 많은 체  감소를 나타내는 

경향을 보 다. 이것은 견과류에 함유된 에 지가, 

다른 에 지원의 섭취 감소나 신체 활동 증가에 

의해 조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복합 인 식물성 식품으로서 견과류는 많은 

양성분과 생리활성물질을 함유한다. 특정 지방산 

섭취를 조 한 후에도 반비례성이 유지되기 때문

에 담낭 제술 험도의 감소는 견과류 지방산 분

포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견과류의 다른 생리활

성물질이 험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견과류는 

풍부한 식이섬유원이다. 1온스(28g)의 땅콩 는 

혼합 견과류는 2.4-2.6g의 식이섬유를 제공한다. 

식이섬유는 창자에서 secondary bile acid의 재순

환을 증가시키거나 insulin sensitivity를 증가시킴

으로써 콜 스테롤 담석형성을 억제시킬 수 있다. 

견과류는 한 식물성스테롤의 공 원으로 식이 

콜 스테롤 흡수를 해하여  콜 스테롤을 

하시킴으로써 담석형성의 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견과류는  풍부한 마그네슘 공 원이다. 

식이의 마그네슘은 insulin sensitivity를 증가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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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담석발생을 하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견과류 소비에 한 정보가 자체 보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분류의 가능성이 우려될 

수 있다. 그러나 견과류 소비는 상당히 정확도 있

는 식이 질문서로서 보고되었다. 한 계속되는 

기간 동안 견과류 섭취를 반복 으로 조사하 고, 

갱신된 분석은 기간동안의 잠재  식이변화도 고

려에 하 다.

  잠재 인 담석증의 참여자가 복부 증상 때문에 

견과류 소비를 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었

다. 결과 으로 이런 참여자들은 의사와 자주 상

담하 을 것이고 이것이 담석증 발견율을 증가 시

켰을 수 있다. 한 처음 2년, 4년 기간의 배제 후

에도 반비례성은 유지되었다. 결론 으로 본 발견

은 빈번한 견과류의 섭취가 여성에 있어서 담낭

제술의 험도를 감소시키는것과 연 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출처 : Am. J. Clin. Nutr. 80, 76-81,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