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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슈

세계 콩팥의 날(World Kidney Day)
만성질환예방과 김경화, 서순영, 김일열

2020년 3월 12일은 ‘세계 콩팥의 날(World Kidney Day)’이다. 콩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2006년 세계신장학회와 국제신장재단연맹이 공동 발의하여 매년 3월 둘째 주 목요일을 세계
콩팥의 날로 기념하고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06년 첫 캠페인 ‘당신의 콩팥은 안녕하십니까?(Are your kidneys OK?)’를 시작해서 매년 캠페인을
통해 콩팥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캠페인의 주제는 ‘모든 개개인이 어느 곳에서나 콩팥병을 예방하고 조기발견하며
치료에 대한 접근형평성을 확보하자(Kidney Health for Everyone, Everywhere-From Prevention to Detection and Equitable Access to
Care)’로 의료접근에 대한 불평등 및 콩팥병의 발생과 진행을 막기 위한 예방적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1].
세계 콩팥의 날 옹호 그룹은 침묵의 살인자인 콩팥병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8가지 예방수칙을 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www.worldkidneyday.org, #MyGr8Rule). 첫째,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 운동 할 것(keep fit, be active),
둘째, 건강한 음식 섭취 할 것(eat a healthy diet), 셋째, 정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하고 관리 할 것(check and control your blood sugar), 넷째,
정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하고 관리 할 것(check and control your blood pressure), 다섯째, 적당한 수분을 섭취 할 것(take appropriate fluid
intake), 여섯째, 금연 할 것(don’t smoke), 일곱 번째,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 항염제/진통제를 정기적으로 복용하지 말 것(don’t take overthe-counter anti-inflammatory/pain-killer pills regularly).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고위험군(당뇨병 환자, 고혈압 환자, 비만,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콩팥 기능을 확인 할 것(get your kidney function checked if you have one or more of the “high risk” factors)이다.
콩팥병이란 콩팥의 기능이 떨어져 소변을 통하여 몸 안의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하지 못해 축적되어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
것으로 만성콩팥병은 단백뇨 또는 혈뇨 등의 콩팥 손상의 증거가 있거나, 혹은 콩팥 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여과율(GFR)이 60ml/min/1.73㎡
미만으로 감소된 상태가 3개월 이상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상태를 의미한다[2]. 2017년 기준 1.2백만 명이 콩팥병으로 사망하였고 또한 지난
30년간(1990년에서 2017년) 만성콩팥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41.5% 증가하였다[3]. 2018년 국민건강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만성콩팥병
유병률(만 30세 이상, 표준화)은 2.4%(남자 3.7%, 여자 1.7%)이며 특히 70세 이상 고령자에서 15.1%(남자 17.9%, 여자 13.3%)로 높은 양상을
보였다[4]. 만성콩팥병의 진료실인원은 2018년 228,000명으로 2017년 206,000명 대비 만성질환 중 가장 높은 증가율(10.7%)을 보였으며, 이에
진료비도 2018년 1조 9,472억 원으로 1조 8,126억 원이었던 전년대비 7.4% 증가하였다[5].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11년부터 전국 22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코호트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활용하여 한국인의 유전적,
사회문화적 특성에 맞는 한국형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는 등 만성콩팥병 예방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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