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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당뇨병은 발병하면 완치가 어렵고 평생 동안 치료와 자가 관리를 요하는 만

성질환으로 적절한 혈당조절을 하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유

지할 수 있다 뇌혈관질환이나 심장질환은 모두 순환기계 질환인데 비만은. ,

이러한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뇌혈관질환 관상동맥질환 등과 관련되어, , , ,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만과 혈당조절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기 차년도 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4 3 2009 ,

조사는 전국을 대표하는 가구의 전체 가구원 명 중 건강검진을4,000 10,553

실시한 세 이상 성인 중 당뇨병 환자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30 673 .

성별 연령 교육수준 음주 흡연 운동의 일반적인 특성과, , , , , 총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혈압의 임상적 특성 허리둘HDL- , LDL- , , ,

레 체질량지수의 신체적 특성으로 분석하였다 혈당조절은 당화혈색소 치를, .

이용하여 조절 군과 비 조절 군으로 분류하여 자료는 통계 프로SAS(ver 9.2)

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혈당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여자에서 연령 교육 콜레스테, , LDL-

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여자에서 세 경우 혈당조절이 잘 안 되는. 50-64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 수준은 고졸인 경우 콜레스테롤이 이, LDL- 100mg/dL

상으로 높은 경우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혈당조

절이 되지 않는 군으로는 총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의 수치가, LDL- ,

높고 콜레스테롤의 평균은 낮으며 고혈압 진단을 받은 경우였다HDL- .

남자의 허리둘레가 이상인 군의 가 혈당조절이 잘되었고90cm 21.8%

미만인 군의 혈당조절 성공률은 로 허리둘레가 미만인 군90cm 32.8% 9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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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혈당조절이 더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에도 허리둘레가.

이상인 군의 혈당조절 성공률은 였고 허리둘레가 미만인80cm 21.4% 80cm

군의 혈당조절 성공률은 로 허리둘레가 미만인 군이 혈당조절이30.5% 80cm

더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질량지수가 높아짐에 따라 혈당 조절이 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허리둘레와 체질량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혈당조절 성공 군과 실패 군에서의 신체질량지수와 허리둘레.

와의 관계는 남녀 모두에서 신체질량지수와 허리둘레가 정상인 경우 신에 혈

당조절이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체질량지수가 가장 높은데 허리둘레도 큰

경우에 혈당조절이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남자는 세에 비해 세는 배 여자는 세에30-49 50-64 1.15 , 30-49

비해 세는 배 혈당조절이 성공하였고 남녀 모두 세에 비해50-64 1.86 , 30-49

세 이상에서는 혈당조절을 성공률이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남녀 모두에서65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운동을 하지 않고 은 낮고 중성지방, , HDL-Cholesterol ,

은 오히려 높을수록 혈당조절이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 진단 유무.

에 따른 혈당조절 성공여부 관련성은 고혈압 진단을 받은 군에 비해 고혈압

진단을 받지 않은 군이 혈당조절이 성공하고 체질량지수에 의한 비만하지 않,

는 군에 비해 비만한 군에서 혈당조절이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 단면적 연구 설계의 제한점으로 비만과 혈당조절 성공여

부 관련성과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밝히지는 못하였으나 최근 당뇨병 환자의,

증가와 함께 과식 운동부족 비만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향적인 코호, , ,

트 연구에 기반하여 당뇨병 환자들이 효율적인 자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

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v -



- 1 -

서론.Ⅰ

연구의 필요성1.

최근 사회구조의 현대화에 따른 운동량 및 활동량의 감소에 반하여 스트레

스 증가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한 영양 불균형 등으로 많은 성인병이 발생하,

고 있으며 특히 년대 이후 당뇨병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허갑범, 1980 ( ,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기 제 차년도 결과 당뇨병 유병률은 전체1999). 4 2 (2008)

남자 여자 로 남자가 높았으며 미국의 당뇨병 유병률10.0%, 10.8%, 9.3% ,

세 이상 전체 남자 여자 와 비교(NHANES 2003-2006, 20 ) 10.7%, 11.2%, 10.2%

적 유사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비만 유병률 만 세 이상 은 로. ( 19 ) 31.0%

미국 만 세 이상 체질량지수 이상 의 비만 유병률 와(NHANES, 20 , 30kg/ ) 32.2%㎡

비슷한 수준이었다 남자의 비만 유병률은 여자는 로 남자가 더. 35.6%, 26.5%

높았고 남자는 대 유병률이 가장 높은 반면 여자는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 40

하여 대에 가장 높았다 허리둘레 기준 비만 유병률 만 세 이상 은 전체60 . ( 19 )

남자 여자 이었으며 남자는 대에서 여자는 대에서25.3%, 25.6%, 24.9% , 50 , 60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당뇨병은 인슐린분비 인슐린 작용 또는 두 가지 모두의 결함에 기인하여,

부적절하게 고혈당이 초래되는 특징을 보이는 일련의 대사 질환이다 당뇨병교(

육지침서 당뇨병은 질병 결과의 조절은 어느 정도 가능하나 대부분, 2006).

완치는 어렵고 평생 동안 치료와 자기관리를 요하는 만성질환으로 당뇨병 자

체 보다는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이 중요시되는 질환이며 당뇨병성 만성 합,

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엄격한 혈당 조절이다 윤건호 만( , 1999).

성질환의 경우 다른 질환과는 달리 뚜렷한 질병 초기의 자각증상과 발생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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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으므로 치료 시작 시점이 늦어지고 있다 그리고 환자가 오랜 기간 동안.

생활습관의 변화가 없이는 조절이 어려우며 치료기간이 평생을 요구하는 만,

큼 환자 스스로가 중도에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합병증에 의한 사회적

부담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최혜림 현재까지 수개월간의 평균적( , 2007).

인 혈당 조절 정도를 판정하는데 있어 가장 적절한 검사는 당화혈색소 농도의

측정이라고 알려져 있다 등(Nathan , 1984).

당뇨병은 인슐린 의존 여부에 따라 제 형 제 형으로 나누는데 제 형 당뇨1 , 2 2

병은 전체 당뇨병 환자의 에 해당되며 대부분 비만하여 비만 그 자체가90~95%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제 형 당뇨병의 발생원인은 매우 다양. 2

하다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제 형 당뇨병에 비해 유전적인 요인이. 1

더 강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제 형 당뇨병의 유전적 특징은 매우 복합적이고. 2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는 않다 당뇨병학회 제 형 당뇨병의 발병에( , 2005). 2

대한 식이 역할은 아직 불분명하나 많은 연구 결과 서구의 식사 형태가 당뇨

병의 발병과 관련이 깊으며 특히 지방과 단백질 및 열량의 섭취량 섬유소, ,

복합당의 섭취량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등(Franz , 1994;

등 또한 식사습관과 관련하여서는 당뇨병군은 식사속도가Fraskens , 1991).

빠르고 과식을 자주 하며 밥 량과 육류섭취량이 많은 경향이 있고 박지민 등( ,

식사습관이 매우 불규칙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양은주 등1999), ( , 1999).

당뇨병 위험요인으로는 비만 체중 증가를 포함 당뇨병의 가족력 종족( ), , ,

연령 기존의 당불내성 고혈압 낮은 고밀도지단백질 높은 중성지방 및 임, , , ,

신성 당뇨병의 기왕력 등이 있다(Clinical Practice Recommendations, 1998).

비만이란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로 인해 대사 장애가 유발한 상태를 말

한다 따라서 체지방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비만도를 평가할 수 있다 대한비. (

만학회 체질량지수 는 체지방률을 잘 반영하는, 2003). (Body Mass Index, BMI)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질병이환 및 사망률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어 있는 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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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이다 등 동양인의 경우 같은 체질량지수에서 서(Welborn Knuima , 2000).

양인에 비해 복부비만이 더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동양인에서 복부

비만의 진단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고 이에 아시

아 서태평양 지역에서는 대사증후군의 구성인자 중 허리둘레만 다르게 적용한

지침을 사용하고 있다(International Obesity Task Force, 2000).

내장지방 조직은 인슐린 저항성과 이상지혈증 그리고 고혈압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복부 비만으로 인한 심혈관질환과 대사성질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게

된다 등 최근 제 형 당뇨병 환자의 가 비만이라는 조사 결과(Wahg , 2005). 2 85%

에서 보듯이 비만은 제 형 당뇨병의 중요한 원인이고 제 형 당뇨병의 발병 위2 2

험률은 체질량지수 의 증가와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알(Body Mass Index, BMI)

려져 있으며 과도한 지방 비율과 복부에 집중된 지방은 대사 장애에 있어 매,

우 중요한 위험인자이다(Ioannidis I, 2008).

혈압이 이상으로 정의되는 고혈압은 비만 연령 인종에 따라140/90mmHg , ,

다소 차이가 있지만 당뇨병 환자의 에서 병발하는 흔한 질환이다 제20~60% . 2

형 당뇨병에서 고혈압은 복부 비만과 이상지질혈증과 함께 인슐린 저항성에

의한 대사증후군의 한 부분으로 나타난다 고혈압은 당뇨병성 신증의 시작을.

반영한다 고혈압은 뇌졸중 관상동맥질환 말초혈관질환 망막증 신증 신. , , , , ,

경증을 포함하는 대 혈관 및 미세혈관 합병증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킨

다 당뇨병학회( , 2005).

이상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심한 인슐린 결핍상태는 아니나 인종적 특성,

으로 췌장의 기능이 감소되어 있으면서 열량의 과다 섭취 및 활동의 저하 등

으로 당뇨병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우는 비만이 혈당조절 성

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를 활용하여 비만과 혈당조절(2009)

성공여부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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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2.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 영양조사 제 기 차년도 년 자료를 이용하여4 3 2009

당뇨병을 진단받은 세 이상의 성인을30 대상으로 대한당뇨병학회의 당뇨병 진

료지침의 권고안에 따라 당화혈색소 이하를 혈당조절 성공 군으로 하여6.5%

비만이 혈당조절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한다.

본 연구의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혈당조절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둘째 비만과 혈당조절 성공여부와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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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고찰3.

당뇨병1)

당뇨병 이란 인슐린 생성 및 분비 문제 인슐린 이(Diabetes Mellitus, DM) ,

용부족의 문제로 포도당 대사 장애가 발생되어 초기에는 고혈당

이 나타나고 나중에는 고지혈증 고아미노산(Hyperglycemia) (Hyperlipidemia),

혈증 이 나타나는 만성 대사질환이다 최정신(Hyperaminomia) ( , 2003).

당뇨병 분류는 생리적 상태 혹은 병인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는데 모든 환

자를 명확하게 분류하는 것은 어렵다 년 미국당뇨병학회. 1997 (American

에서 당뇨병을 원인과 병태생리를 근거로 재분류Diabetes Association, ADA)

하여 당뇨병을 제 형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 과 제 형 당뇨병 인슐린 비의존형1 ( ) 2 (

당뇨병 임신성 당뇨병과 원인이 밝혀진 기타 형태의 당뇨병으로 분류하였),

다 그리고 정상과 당뇨병의 중간 단계에 해당되는 공복혈당장애와 내당능장.

애로 정의하였다 제 형 당뇨병은 베타세포의 자가 면역 파괴에 의하여 발생. 1

하는 면역매개성 당뇨병과 원인불명의 특발성 제 형 당뇨병으로 구분된다 제1 .

형 당뇨병의 기본 원인으로는 인슐린 저항성 베타세포 부전에 의한 인슐린2 ,

분비의 결함 간의 포도당 과잉생성으로 생각된다 당뇨병학, ( , 2005).

당뇨병은 인슐린 부족으로 고혈당 다뇨 다음 다식 체중감소의 증상을, , , ,

나타낸다 체내에 인슐린이 부족하면 세포막을 통한 포도당 흡수가 저하되고. ,

간과 근육에서의 당원 분해가 촉진되어 고혈당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단백질.

의 저장이 감소 될 뿐만 아니라 단백질이 저장되어 있는 근육이 소모되므로

체중이 감소하고 근육허약 전신 허약감 피로가 쉽게 온다 사구체에서 여과, , .

된 포도당의 일부는 근위세뇨관에서 재흡수 되지 않고 신세뇨관강 내에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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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투성 역할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탈수 및 부족이 온다 근위, Na+ K+ .

세뇨관에서 재흡수 되지 않는 포도당은 원위세뇨관에서도 재흡수 되지 않으므

로 뇨 배설량이 증가되어 다뇨가 나타나고 체액이 소실되어 탈수현상 및 갈증

을 일으킨다 과다 배설된 수분의 양을 보상하기 위해 다음을 하게 되고 소. ,

변으로 배설된 포도당을 보상하기 위해 다식을 하게 된다 간에서는 지방산.

소모로 케톤체 생산이 증가하여 케톤증과 케톤혈증을 일으키고 이로 인한 대

사성 산증으로 인해 전해질 불균형이 초래되기도 하고 혼수에 빠지거나 사망

을 할 수도 있다 인슐린 부족으로 혈당조절이 안되면 인슐린과 길항작용을.

하는 글루카곤 에피네피린 코티솔 분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혈당 수준이 더, ,

올라간다 고혈당이 장기간 지속되면 전신에 있는 모든 큰 동맥과 소동맥에.

죽상경화증 모세혈관 기저막이 두터워지는 것이 가속화되고 말초신경에 퇴행,

성 변화가 온다 그 결과 관상동맥혈전증 발 괴저 맹인 신부전 신경병증. , , , , ,

등의 합병증이 발생한다 또한 고혈당은 백혈구 식균 작용을 감소시키고 케. ,

톤혈증은 백혈구 이주를 감소시키므로 감염의 발생빈도가 높고 상처 치유가

지연된다 최정신( , 2003).

비만2)

년 미국국립보건원 기준에 따른1998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비만은 체질량지수가 이상으로 정의된다 아시아30kg/ .㎡

태평양 비만학회에서는 최근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비만의 진단 기준이 되는

체질량지수 를 새롭게 규정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에(Body Mass Index, BMI) ,

서도 체질량지수 을 과체중 이상을 비만으로 분류하여23~25kg/ , 25kg/㎡ ㎡

체중감량의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대한비만학회 인간의 경우 체( , 2000).

중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영향은 대략 정도로 추정된다 과거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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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지난 년 동안 비만인의 급격한 증가는 음식의 섭취와 신체활동의20

감소 등 환경적인 요소가 유전적인 요인보다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Pratley,1998).

년 의 유럽 미국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다기관 임상연구에1995 WHO , ,

의하면 체질량지수 는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 환자의 연령 혈압 혈청(BMI) , ,

콜레스테롤과 상관관계를 가지며 당뇨병 이환기간 망막증 인슐린 사용과는, , ,

역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보고되었다(Chaturvedi, 1995).

비만은 최근에 특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당뇨병의 증가와 무관하,

지 않다 비만과 당뇨병의 위험성과의 관계는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중심성 또. .

는 내장 비만이 인슐린 저항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제 형 당뇨병 위험성2

을 증가 시킨다 내장지방조직은 다른 지방조직에 비하여 대사 전환률이 더.

높으며 문맥정맥을 통하여 직접 간으로 배출된다 따라서 체지방의 감소와 그, .

로인한 체중의 감소는 내당능장애에서의 당뇨병으로의 진행을 억제할 수 있다

김응진 등( , 2005).

일반적으로 제 형 당뇨병은 진단 시 마른 편으로 소실된 체중을 회복하기1 ,

위하여 충분한 열량이 필요하지만 제 형 당뇨병 환자의 대부분은 과체중으로, 2

이들 환자에서는 체중조절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을 조절하는데 도

움이 되므로 체중조절이 필요하다 과체중은 인슐린의 내성을 일으키는데 이. ,

는 신체가 만들어 내거나 외부에서 주입되는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는데 더 힘

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혈당조절을 어렵게 만들뿐만 아니라 과체중은.

혈당을 올려 심장질환이나 뇌졸중을 유발시킬 수 있다 또한 고지혈증과도 연.

관이 있어 동맥경화에 민감하게 영향이 나타나며 체중을 줄인다면 혈당수준

과 건강을 향상 시킬 수 있다 김지윤(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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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당3)

당뇨병을 치료하는 일차적인 목적은 혈당을 포함한 대사상태의 조절을 정

상범위로 유지하고 고혈당을 피함으로써 당뇨병에 수반되는 각종 만성 합병,

증의 발생을 예방 또는 지연시키는데 있다 고혈당은 신장 눈 신경 동맥에. , , ,

손상을 주어 이상의 합병증을 일으키거나 진행시킨다 이런 합병증을 적절한.

혈당조절 혈압조절 지질대사 이상의 교정 및 체중조절 운동 금연 금주 등, , , , , ,

의 건강행위로 예방될 수 있다 등(Leung , 2000).

년 에서는 당뇨병1993 DCCT(Diabetes Control and Complication Trial)

환자에서 혈당을 정상으로 유지하면 향후 미세혈관합병증의 예방에 도움이 된

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혈당 조절을 엄격하게 한 경우 제 형 당뇨병에서 이런. 2

장기적인 혈관계 합병증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United Kingdom

가 있다 이 연구는 년 이상의 기간Prospective Diabetes Study(UKPDS) . 10

동안 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엄격한 혈당조절 및 위5,000

험인자의 조절이 당뇨병의 합병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하였다 등(Stratton l,

2000).

제 형 당뇨병에서 공복 시 혈장 포도당 농도를 정상화했을 경우 말초조직2

의 인슐린 저항성과 간의 포도당 합성을 모두 개선시킨다(Defronzo, 1991).

또한 설폰요소제나 지속성 인슐린을 사용했을 때 혈당강하 효과Metformin,

는 공복 시 혈장 포도당 농도와 식후 혈장 포도당 농도가 거의 비슷하게 감소

하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 공복 포도당 농도의 감소로 인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등 에서도 공복 시 혈장 포도당 농도의 정상(Defronzo , 1991) UKPDS

화를 양호한 혈당조절의 믿을만한 지표로 삼아왔고 공복혈당치를 목표로 하여

약제를 결정 변경한바 있다 따라서 여러 치료법에 관한 임상시험에서도 당화, .

혈색소 농도와 함께 공복 시 혈장 포도당 농도를 혈당조절을 평가하는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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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Colwell, 1996).

제 형 당뇨병에서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는 당대사의 주된 척도로서 혈당2

조절 정도를 반영한다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중재적 연구들을 통해서도.

식후 혈당을 무시하고 공복 혈당만을 조절한 경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

과는 제한적이거나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식후 고혈당의 중요성은.

와 등의 연구 결과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이둘 간에는 차이가 있DCCT UKPDS

다 에서는 공복혈당과 식후 혈당을 모두를 조절한 결과 당화혈색소 평. DCCT

균을 로 유지할 수 있었다 반면 에서는 공복혈당만을 혈당 목표로7% . UKPDS

삼았기 때문에 추적기간 중 지속적인 당화혈색소 상승이 초래되는 것이 관찰

되었다 이러한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식후 고혈당을 조절하.

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혜진 등 따라서 지속적인 식후 혈당을 조절하( , 2006).

는 것이 당뇨병의 합병증 예방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당화혈색소4) (HbA1C)

사람의 적혈구 안에는 혈색소 헤모글로빈 라고 하는 산소운반에 필요한 단( )

백질이 들어 있다 핏속에 포도당 혈당 이 높이 증가하면 포도당의 일부가 혈. ( )

색소에 결합된다 이렇게 포도당이 결합된 혈색소를 당화혈색소라고 한다 적. .

혈구의 수명은 약 일이며 우리의 몸 안에서는 매일 일부의 적혈구가 깨지120 ,

고 한편에서는 그만큼 새롭게 만들어져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다 한편 포도.

당이 결합되어 당화혈색소가 만들어지면 그 적혈구는 수명이 다 되어 분해 될

때까지 당화혈색소를 가지고 있게 된다 그러므로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랫동.

안 계속되면 적혈구내에 있는 당화혈색소도 증가한다 최지은( , 2001).

당뇨병 환자의 치료 목적은 정상 혈당을 유지하는 것이며 당뇨병 환자에,

서 당 조절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는 당화혈색소 농도(HbA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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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혈당검사가 매일매(Diabetes Control and Complication Trial, 1993).

일 피 속의 당분이 얼마만큼 있는가를 알아보는 검사인 반면 당화혈색소는,

혈당의 갑작스런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지난 개월간의 평균혈당치를2~3

대변한다 등 즉 당화혈색소는 당뇨병 환자의 평균혈당조절(Snellman , 1997).

상태를 반영하며 이는 당뇨병 합병증에 대한 강한 위험예측인자이다(Robert

등 그러므로 당화혈색소를 혈당조절의 목표로 세우는 것은 타당하다, 2004).

고 본다 적절한 혈당 수준의 유지를 위해서 공복 시 혈당은 미만. 130mg/dL ,

식후 혈당 미만 당화혈색소는 미만의 유지를 권장하고 있다 또180mg/dL , 7% .

한 당화혈색소가 미만이면 거의 정상에 가깝게 혈당이 조절되고 있음을 의7%

미하며 미만을 유지하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유재명, 8% ( ,

는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 상태와 순환 심장질환의 위2004). Laakso(1996)

험요인과의 상관성 조사에서 당화혈색소 가 높을수록 관상순환계 문(HbA1C)

제로 인한 사망을 증가시킨다고 하였으며 등 의 연구에서도, Schafer (1986)

식이실천과 자가 혈당측정은 당화혈색소 개선에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보고하

였다 전점이 홍춘실 의 연구에서는 운동요법이 당화혈색소. (1991), (1992)

를 개선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HbA1C) .

당뇨병 환자의 혈당치가 변화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제 형. 2

당뇨병의 경우 내원 수일 전부터 철저한 식사요법을 하면 공복혈당치가 낮아

지며 검사하는 날에도 아침식사에 당질을 먹지 않으면 공복 혈당 상승을 억,

제할 수 있다 또한 검사 일 전부터 금주하여도 공복혈당은 상당히 내려. 2~3

간다 그러나 당화혈색소치는 당이 조절된 후 약 주가 경과해야 감소되며. 4 ,

가장 최근 달 정도의 혈당 변화를 그 이전달의 변화보다 더 많이 반영되기1

때문에 치료방침의 변화에 대한 반응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약 한 달 간격으로

측정해볼 수도 있으나 이는 환자의 상태 당뇨병의 형태 등에 따라 측정 횟수,

가 고려될 수 있다 김응진( , 2005).



- 11 -

당화혈색소가 높을수록 공복혈당이 당화혈색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당,

화혈색소가 낮아질수록 당화혈색소에 대한 식후 혈당의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 그리고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가 높은 군이 낮(Monnier , 2003).

은 군에 비해서 당뇨병 발생률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찬희( , 2009). 국

내에서는 인슐린을 사용하지 않는 한국인 제 형 당뇨병 환자에서 한 달 간격2

으로 총 회에 걸쳐 표준 식사부하검사를 시행하고 공복 혈장 포도당 농도 식3 ,

사부하 후 혈장 포도당 농도 당화혈색소 농도간의 상관관계를 보았을 때 공,

복 고혈당과 식후 고혈당 식후 혈당 상승정도는 모두 평균적인 혈당조절을,

반영하는 지표인 당화혈색소 농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러한 상관관

계는 같은 시점에서 측정한 당화혈색소보다 개월 후에 측정한 당화혈색소1~2

에서 더 높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최종 당화혈색소의 농도가 높은 군에서 낮.

은 군보다 식후혈당과 당화혈색소 농도 간 상관관계가 더 높았으며 당화혈색

소 농도가 감소하지 않거나 변화가 심한 군에서는 당화혈색소 농도가 감소하

거나 변화가 심하지 않는 군에 비해 식후 혈당 상승정도와 당화혈색소 농도간

의 상관계수가 더 높았으며 따라서 식후 혈당이 당화혈색소 농도에 기여하는

정도가 더 컸다 김홍일 현재까지는 당화혈색소의 측정이 장기간의 혈( , 2006).

당조절을 판정하는데 가장 적절한 검사로 알려져 있다.

혈압5)

고혈압은 당뇨병과 함께 현대사회에서 날로 증가하는 질병 중 하나이다 제.

형 당뇨병 환자가 합병증으로 인해 고혈압을 일으키는 기전을 살펴보면 체2

내에 체지방률이 증가하면 말초조직의 인슐린 저항이 높아져 고 인슐린 혈증

이 된다 이것은 교감 신경계를 흥분시켜 혈압을 증가시키고 혈중에. ,

의 증가와 신장에서 나트륨 배출을 억제시켜 혈관 벽의 비LDL-Cholest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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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고혈압이 유발되는 원인이 된다 또한 제 형 당뇨병 환자(Kaplan, 1989). 2

가 고혈압이 되면 혈관이 상하게 되고 다른 합병증으로 심장질환 뇌졸중 신, ,

장질환을 일으키게 된다 등(Barnard , 1992).

제 형 및 제 형 당뇨병에서 고혈압의 유병률은 일반인에 비해서 매우 높1 2

다 제 형 당뇨병은 환자에서 고혈압이 동반되고 배 이상의 발생 가능. 2 70% 2

성이 높다 당뇨병 환자는 혈압의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여러 번 측정해서 평.

균 혈압을 산출하여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응진 등( , 2005).

고혈압 치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고혈압에 의한 심혈관 질환과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는데 있다 심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혈압을.

미만으로 낮춰야하고 신장질환과 당뇨병이 있는 경우는140/90mmHg

미만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고혈압의 치료는 생활개선요법과130/80mmHg .

약물요법으로 나눈다 생활개선요법은 일상 생활방식을 개선함으로써 혈압의.

발생과 악화를 막아 결과적으로 고혈압을 치료할 수 있고 중요한 생활개선 요

법의 목표는 체중감량 식염제한 저지방 고 섬유식이 활발한 운동 절주 등, , , ,

으로 실제적인 강압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고혈압 관리단계 전

단계 때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고혈압 환자에서 확실하게 목표혈.

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혈압의 층별화를 철저히 시행하여 약물 치료를 시작

하여야 한다 당뇨병학회( , 2006).

체중 및 비만과 혈압의 관련성이 알려지면서 혈압과 비만도를 나타내는 신

체지수 체지방량 체지방분포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비만, , .

은 당뇨병과 고혈압의 위험인자이며 당뇨병 환자에게서 발생한 고혈압은 당,

뇨병 예후를 악화시킴으로 당뇨병환자의 비만 고인슐린혈증 고혈압의 관계, ,

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계명(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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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위험 요인6)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 환자에서 비만 특히 중심성 비만은 인슐린 저항,

고 인슐린 혈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의 경과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등 등 지속적인(DeFronzo , 1991; Daly , 1991).

고 인슐린 혈증은 고혈압 고지혈증과 동맥경화증 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

에 등 당뇨병 환자들의 합병증 증가하는 심혈관 질환의 중(DeFronzo , 1991)

요 위험요인으로 간주되어지며 등(Daly , 1991) IDF(International Diabetes

에서 아시아인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준치Federation)

남자 여자 를 대사증후군 진단기준으로 권장하고 있다( 90cm, 80cm)≥ ≥

등 한국인은 서구인과 다르게 고도 비만의 유병률이 높지(Zimmet P , 2006).

않으나 경도 및 중등도의 비만이면서 복부 비만의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

다 실제로 국내의 세 이상의 성인에서 전신성 비만은 많지 않으나 복부 내. 30

장형 비만이 급속히 증가됨에 따라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혈증 등이 폭발적으, ,

로 증가하고 있다 김남순 등( , 2001).

제 형 당뇨병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병률이 증가하며 김희승 등2 ( , 2000;

조남한 미국의 경우 새롭게 발생되는 당뇨병의 이 세 이상의, 2001), 1/2 55

인구라고 보고하였다(ADA, 2003).

또한 등 은 당뇨병의 유병률과 위험요인과의 관계에 대해 보고, XR Pan (1994)

한 바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나이 체질량지수 또는 허리 대 엉덩이 둘, , (BMI)

레비 당뇨병의 가족력 고혈압 활동량의 저하 소득의 증가가 당뇨병(WHR), , , ,

의 위험요인이라고 하였다.

국내 당뇨병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로 년 경기도 연천군에서 실시한 조1993

사에서는 허리 대 엉덩이 둘레비 혈중중성지방농도 혈청 농도(WHR), , SGOT ,

수축기혈압 당뇨병 가족력 도시화 정도 등이 제시되었고 이정민 의 연, ,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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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신체비만지수 허리둘레 및 허리 대 엉덩이 둘레비 가(BMI), (WHR)

제시되었다 또한 김희승 등 의 연구에서는 당뇨병 유병률에 영향을 미. (2000)

치는 요인으로 남성은 나이 비만도 수축기혈압 및 중성지방이었으며 여성은, , ,

수축기 혈압이었다.

당뇨병의 관리방법7)

당뇨병으로 인한 증상을 개선시키고 급성 만성 합병증을 방지하는 당뇨병

관리방법은 식사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및 생활요법이 있다 이중 식사요, , .

법의 주 치료법으로 식사요법을 잘 따르는 제 형 당뇨병 환자들 중 다수에서2

약물요법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대사 이상이 호전될 수 있으며 약물요법이,

필요한 경우에도 혈액 내 지질을 개선시키고 혈당조절을 더욱 호전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대한당뇨병학회( , 1998).

당뇨병 환자에서 식사요법의 목표는 혈당 및 혈중 지방 수치를 정상화시키

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며 합병증의 지연 및 예방을 하여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대한당뇨병학회 총 열량에 대한 당질 단백질 지방( , 1995). , ,

의 구성비 특히 고당질 고 섬유소 저 지방 식사를 섭취하는 것이 인슐린, , ,

요구량을 줄이고 인슐린 민감도를 증가시키고 혈청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의, , ,

농도를 낮추며 체중감량을 돕고 혈압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등 등(Anderson , 1991; Taskin , 1983).

미국의 경우에는 당뇨환자의 식사로 총 열량의 를 탄수화물로 섭취하55~60%

고 당질 중 이상은 복합당질로 섭취하며 지방은 총 열량의 미만으로, 66% , 30% ,

단백질은 체중 당 그리고 섬유소를 하루에 씩 섭취하는 것을 권장1kg 0.8g 40g

하고 있다 등(Lesley , 1994).

우리나라에서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식이섬유소 섭취량을 조사한 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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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섬유소 실태 조사를 보기위한 연구에 인슐린 비의존형 환자를 대상으로 평

소 식사량이 조사된 것으로 이연경 등 평균 열량은 이었으( , 1994) 1630kcal

며 당질 단백질 지방의 비율은 였다 남녀 모두 총 에너지 섭, , , 65%:19%:16% .

취량에 대한 탄수화물 섭취비가 를 초과할 때 내당능장애 및 당뇨병 발생70% ,

의 위험도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남자의 경우 탄수화물 섭취비가 이상, 69.9%

일 때 당뇨병 발생의 위험도가 분명하게 증가하였다 이에 적절한 대 열량, . 3

영양소의 섭취 수준 특히 과량의 탄수화물 섭취를 피하는 것이 당뇨병의 예,

방 및 치료를 위한 길이라고 할 수 있겠다 김은경 당뇨병 환자들은( , 2009).

운동으로 인한 저혈당의 위험성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제 형 당뇨병 환자의2

운동 수행 및 운동 지속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운동을

수행하지 않는 원인을 파악하여 각자에 맞는 개별적인 운동 중재 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이계정( , 2006).



독립변수

비만도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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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Ⅱ

연구의 틀1.

본 연구의 틀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로지스틱회귀분석

카이제곱검정

관련변수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교육-

흡연-

음주-

운동회수-

임상적 특성

총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혈압-

종속변수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는

당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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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2.

본 연구는 국민건강 영양조사 제 기 차년도 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4 3 2009 ,

조사는 전국을 대표하는 가구의 전체가구원 명 중 건강검진을 실4,000 10,553

시한 세 이상의 성인으로 당뇨병을 진단받는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30 673

다.

연구 자료의 수집3.

가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구조화된 문진표를 이용하였다 건강 설문.

조사와 검진조사는 이동검진센터에서 실시하였으며 성별은 남 여로 분류 하,

였고 연령은 세 세 세 이상의 세 군으로 분류하였다 교육수30-49 , 50-64 , 65 .

준은 면접방법으로 조사하였으며 초등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의 네 군으로, , ,

분류 하였다 흡연과 음주는 자기기입식으로 조사하였으며 흡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비흡연자 흡연 경험이 있지만 현재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을 과,

거 흡연자 현재 흡연을 하는 사람을 현재 흡연자로 분류하였다 음주는 년, . 1

간 음주빈도로 전혀 마시지 않거나 월 회 미만 월 회 정도 주 회 정도, 1 , 1 , 1 ,

거의매일 마시는 군으로 분류 하였고 운동 시 숨이 가쁘고 땀이 날정도 운동,

회수는 안함 주 회 주 회의 세 군으로 분류하였다, 1-2 , 3-7 .

나 임상적 특성.

혈액검사는 금식한 상태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총콜레스롤 콜레스테, HDL-

롤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공복혈당 당화혈색소를 검사 시행하였다, LDL-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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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력으로는 당뇨병에 영향을 미치는 고혈압 진단 유무를 분석하였고 혈,

당조절 정도는 검진항목 중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를 지표로 공복혈당과 당화

혈색소가 높을수록 혈당조절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내며 본 연구에서는

대한당뇨병학회 진료지침 에 따라 당화혈색소 이하를 혈당조절 군(2007) 6.5%

으로 정의 하였다.

다 신체적 특성.

신체계측은 대상자들의 체질량지수 허리둘레를 측정하였다 키와 체중은 자, .

동 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키는 신발을 벗은 직립자세로 단위. 0.1cm

까지 측정하여 체질량지수 는 체중 키 로 계(BMI: Body Mass Index) (kg)/ ( )㎡

산하였고 체질량지수 이상을 비만으로 간주하였다25kg/ .㎡

허리둘레는 직립자세에서 측정하였으며 IDF(International Diabetes

에서 아시아인의 경우 제시한 지침에 따라 남자는 이하 여Federation) 90cm ,

자는 이하를 정상 범위로 간주하였다80cm .

자료 분석 방법4.

자료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환자의 일반적인SAS(ver9.2) .

특성 임상적 특성 신체적 특성과 혈당조절과의 관련성은 카이제곱검정을 통, ,

해 분석하였고 혈당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비만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분석하였고 통계적인 유의수준은 값P-Value

이하로 하였다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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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Ⅲ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혈당 조절 성공률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혈당조절 성공 관련성은 표 표 와 같다 연령별1, 2 .

로 남자는 전체 연구대상자 중 세의 가 혈당조절 성공군 이었고30-49 31.9%

세는 가 혈당조절 성공군 이었으며 세 이상의 가 혈당조50-64 27.8% 65 33.7%

절 성공군으로 세에서 가장 혈당 조절을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50-64

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여자는 연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전체.

연구대상자 중 세의 가 혈당조절 성공군 이었고 세는30-49 15.3% 50-64

가 혈당조절 성공군 이었으며 세 이상의 가 혈당조절 성공군으13.8% 65 33.1%

로 여자의 경우에도 세에서 가장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50-64

다 교육에서 남자는 초졸 이하의 중졸은 고졸은 대졸. 30.6%, 28.6%, 37.2%,

이상은 가 혈당조절 성공군 이었다 여자는 초졸 이하의 중졸은22.6% . 26.5%,

고졸은 대졸이상은 로 대졸이상에서 혈당 조절이 잘 되23.1%, 7.8%, 41.8%

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흡연 여부는 현재 흡연 시 혈당 조절 실패율.

이 높게 나타났고 음주 관련하여 월 회 미만 주 회 정도 월 회 정도 거의1 , 1 , 1 ,

매일 마시는 순으로 혈당조절이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회수 관련 혈당.

실패율은 주 회 군에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남녀의 일반적 특성1-2

에 따른 혈당조절 성공률은 여자에서 연령과 교육을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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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남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혈당조절1)

변수

혈당조절*

계 P-value
조절 성공군

N(%)

조절 실패군

N(%)

연령 세( ) 30-49 17(31.9) 42(68.1)　 59(100.0) 0.7045　　
50-64 35(27.8) 99(72.2) 134(100.0)

65≥ 47(33.7) 85(66.3) 132(100.0)

　 계 99(30.5) 226(69.5) 325(100.0)　 　
교육 초졸이하 34(30.6)　 67(69.4)　 101(100.0)　 0.4258　

중졸 21(28.6) 49(71.4) 70(100.0)

고졸 30(37.2) 61(62.8) 91(100.0)

대졸이상 13(22.6) 47(77.4) 60(100.0)

　 계 98(30.4) 224(69.6) 322(100.0) 　
흡연 비흡연 13(27.4) 43(72.6)　 56(100.0)　 0.5482　

현재흡연 30(27.4) 75(72.6) 105(100.0)

과거흡연 56(34.4) 108(65.6) 164(100.0)

　 계 99(30.5)　 226(69.5)　 325(100.0)　 　
음주 안마심 34(23.8) 100(76.2) 134(100.0)　 0.2703　

월 회 미만1 14(34.5) 23(65.5) 27(100.0)

월 회 정도1 16(37.2) 29(62.8) 45(100.0)

주 회 정도1 18(28.1) 48(71.9) 66(100.0)

거의매일 17(41.1) 26(58.9) 43(100.0)

　 계 99(30.5) 226(69.5) 325(100.0) 　
운동 주 회/ ( ) 안함 64(28.3)　 162(71.7) 226(100.0) 0.3839　

1-2 11(40.7) 16(59.3) 27(100.0)

3-7 23(32.9) 47(67.1) 70(100.0)

　 계 98(30.3) 225(69.7)　 323(100.0)　 　
혈당조절 성공군 당화혈색소 이하인 군*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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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혈당조절2)

변수

혈당조절*

계 P-value조절 성공군

N(%)

조절 실패군

N(%)

연령 세( ) 30-49 7(15.3)　 38(84.7)　 45(100.0) 0.0033　 　
50-64 19(13.8) 85(86.2) 104(100.0)

65≥ 43(33.1) 117(66.9) 160(100.0)

　 계 69(22.3)　 240(77.7)　 309(100.0)　 　
교육 초졸이하 50(26.5)　 154(73.5) 204(100.0)　 0.0178　 　　

중졸 8(23.1) 24(76.9) 32(100.0)

고졸 5(7.9) 51(92.1) 56(100.0)

대졸이상 5(41.8) 9(58.2) 14(100.0)

　 계 68(22.2)　 238(77.8)　 306(100.0)　 　
흡연 비흡연 58(22.3)　 217(77.7) 275(100.0)　 0.6844

현재흡연 4(28.1) 10(71.9) 14(100.0)

과거흡연 7(31.2) 13(68.8) 20(100.0)

　 계 69(22.7)　 240(77.7) 309(100.0)　 　
음주 안마심 58(22.9)　 202(77.1) 260(100.0) 0.4846　

월 회 미만1 5(17.1) 19(82.9) 24(100.0)

월 회 정도1 3(41.8) 8(58.2) 11(100.0)

주 회 정도1 2(17.3) 9(82.7) 11(100.0)

거의매일 1(21.5) 2(78.5) 3(100.0)

　 계 69(22.2)　 240(77.7)　 309(100.0)　 　
운동 주 회/ ( ) 안함 57(22.4)　 197(77.6)　 254(100.0)　 0.2236　

1-2 5(38.5) 8(61.5) 13(100.0)

3-7 7(17.1) 34(82.9) 41(100.0)

　 계 69(22.4)　 239(77.6) 308(100.0)　 　
혈당조절 성공군 당화혈색소 이하인 군*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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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 특성에 따른 혈당조절 성공률2.

임상적 특성과 혈당조절 성공 관련성은 표 표 와 같다 남자에서 총 콜3, 4 .

레스테롤는 이하의 가 혈당조절 성공군 이었고200mg/dL 30.2%

에서는 가 혈당조절 성공군 이었으며 이상200-240mg/dL 30.4% 240mg/dL

의 가 혈당조절 성공군 이었다 콜레스테롤이 높을수록 혈당조절30.3% . HDL-

성공률이 높았는데 이하의 가 혈당조절 성공군 이었고1-39mg/dL 23.7%

이상의 가 혈당조절 성공군 이었다 중성지방은39mg/dL 33.4% . 150mg/dL

이하의 가 혈당조절 성공군 이었고 에서는34.1% 150-199mg/dL 24.9%,

에서는 가 혈당조절 성공군 이었으며 이상의200-499mg/dL 28.5% 500mg/dL

가 혈당조절 성공군 이었다 고혈압 진단 받은 군이 고혈압을 진단받지29.0% .

않는 군에 비해 혈당조절 성공률이 높았고 남자에서 임상적 특성에 따른 혈당

조절 성공률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여자에서 총 콜레스테롤는.

이하에서 로 혈당이 가장 잘 조절 되었고 콜레스테롤200mg/dL 24.5% HDL-

이하의 가 혈당조절 성공군 이었고 이상의1-39mg/dL 29.0% 39mg/dL

가 혈당조절 성공군 이었으며 콜레스테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21.8% LDL-

는데 이하에서 로 혈당조절이 잘 되었다 중성지방은100mg/dL 23.4% .

이하의 가 혈당조절 성공군 이었고 에서는150mg/dL 26.9% 150-199mg/dL

에서는 가 혈당조절 성공군 이었으며13.9%, 200-499mg/dL 22.1%

이상의 가 혈당조절 성공군 이었다 고혈압 진단 받은 군은500mg/dL 31.2% .

고혈압을 진단받지 않는 군은 가 혈당 조절 성공군 이었다 여26.5%, 18.8% .

자에서 콜레스테롤을 제외하고 총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중성지LDL- , HDL- ,

방 고혈압 진단여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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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남자의 임상적 특성에 따른 혈당조절3)

변수

혈당조절*

계 P-valu

e

조절 성공군

N(%)

조절 실패군

N(%)

T-Chlesterol 200˂ 70(30.2)　 162(69.8)　 232(100.0) 0.8832　
(mg/dL) 200-240 21(30.4) 48(69.6) 69(100.0)

240˃ 8(33.3) 16(66.7) 24(100.0)

　 계 99(30.5)　 226(69.5)　 325(100.0) 　
HDL-Cholesterol 1-39 31(23.7)　 73(76.3)　 104(100.0)　 0.1508　
(mg/dL) 39˃ 68(33.4) 153(66.6) 221(100.0)

　 계 99(30.5)　 226(69.5) 325(100.0)　 　
LDL-Cholesterol 100˂ 13(32.2)　 30(67.8)　 43(100.0) 0.7676　
(mg/dL) 이상100 11(28.7) 32(71.3) 43(100.0)

　 계 24(27.9)　 62(72.1)　 86(100.0)　 　
Triglyceride 150˂ 56(34.1)　 111(65.9) 167(100.0)　 0.6702　　
(mg/dL) 150-199 14(24.9) 37(75.1) 51(100.0)

200-499 23(28.5) 67(71.5) 90(100.0)

이상500 6(29.0) 11(71.0) 17(100.0)

　 계 99(30.5)　 226(69.5)　 325(100.0)　 　
고혈압 유 56(34.6)　 102(65.4)　 158(100.0)　 0.1737　

무 43(27.1) 124(72.9) 167(100.0)

　 계 99(30.5) 226(69.5) 325(100.0) 　
혈당조절 성공군 당화혈색소 이하인 군* : 6.5%



- 24 -

표 여자의 임상적 특성에 따른 혈당조절4)

변수

혈당조절*

계 P-valu

e

조절 성공군

N(%)

조절 실패군

N(%)

T-Chlesterol 200˂ 40(24.5)　 123(75.5) 163(100.0)　 0.7137
(mg/dL) 200-240 21(20.2) 83(79.8) 104(100.0)

240˃ 8(19.0) 34(81.0) 42(100.0)

　 계 69(22.3)　 240(77.7)　 309(100.0)　 　
HDL-Cholesterol 1-39 20(29.0)　 48(71.0)　 68(100.0)　 0.2620
(mg/dL) 39˃ 49(21.8) 192(78.2) 241(100.0)

　 계 69(22.3)　 240(77.7)　 309(100.0) 　
LDL-Cholesterol 100˂ 4(23.4)　 19(76.6)　 23(100.0)　 0.0234　
(mg/dL) 이상100 5(5.7) 47(94.3) 52(100.0)

　 계 9(12.0)　 66(88.0)　 75(100.0)　 　
Triglyceride 150˂ 40(26.9) 124(73.1) 164(100.0) 　

0.3212

(mg/dL) 150-199 9(13.9) 55(86.1) 64(100.0)

200-499 18(22.1) 57(77.9) 75(100.0)

이상500 2(31.2) 4(68.8) 6(100.0)

　 계 69(22.3) 240(77.7) 309(100.0) 　
고혈압 유 42(26.5) 134(73.5) 176(100.0) 　

0.1895

무 27(18.8) 106(81.2) 133(100.0)

　 계 69(22.3) 240(77.7) 309(100.0) 　
혈당조절 성공군 당화혈색소 이하인 군*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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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특성에 따른 혈당조절 성공률3.

신체적 특성과 혈당조절 성공 관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표

표 과 같다 남녀 모두 허리둘레가 남자는 또는 여자는 이5, 6 . 90cm 80cm≥ ≥

상인 군에서 혈당조절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질량지수 가 증가, (BMI)

할수록 혈당 조절을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혈당조절 성공 군과 실패 군에서의 신체질량지수와 허리둘레와의 관계는 표

표 과 같다 남녀 모두에서 신체질량지수와 허리둘레가 정상인 경우에 혈7, 8 .

당조절이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질량지수가 가장 높은데 허리둘레도

큰 경우에 혈당조절이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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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남자에서 신체적 특성에 따른 혈당조절5)

변수

혈당조절* 계 P-value

조절 성공군

N(%)

조절 실패군

N(%)

허리둘레(cm) 1-90 59(32.8)　 122(67.2)　 181(100.0)　 0.4329

90˃ 40(28.1) 103(71.9) 143(100.0)

　 계 99(30.6)　 225(69.4)　 324(100.0)　 　
신체질량지수 24.9˂ 51(32.1)　 108(67.9)　 159(100.0)　 0.4668

(kg/ )㎡ 25-29.9 42(32.1) 98(67.9) 140(100.0)

30˃ 5(16.1) 14(83.9) 19(100.0)

　 계 98(30.8)　 220(69.2)　 318(100.0)　 　

표 여자에서 신체적 특성에 따른 혈당조절6)

변수 혈당조절* 계 P-value

조절 성공군

N(%)

조절 실패군

N(%)

허리둘레(cm) 1-80 21(30.5)　 41(69.5)　 62(100.0)　 0.2351
80˃ 48(21.4) 199(78.6) 247(100.0)

　 계 69(22.3)　 240(77.7)　 309(100.0)　 　
신체질량지수( 24.9˂ 40(27.2)　 107(72.8)　 147(100.0)　 0.1376　
(kg/ )㎡ 25-29.9 20(16.6) 103(83.4) 123(100.0)

30˃ 7(31.9) 23(68.1) 30(100.0)

　 계 67(22.3)　 233(77.7)　 300(100.0)　 　
혈당조절 성공군 당화혈색소 이하인 군* : 6.5%

허리둘레 아시아 서태평양 기준을 적용하여 남자 여자 로 함: WHO - 90cm, 80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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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혈당조절 성공에 따른 신체질량지수와 허리둘레와의 관계 남자7) ( )

단위 명: (%)

구분

혈당조절 성공군* 혈당조절 실패군

신체질량지수 신체질량지수

<18.5 18.5-24.9 25≥ <18.5 18.5-24.9 25≥

허리둘레

90cm˂ 3(3.1) 45(45.9) 11(11.2)　 4(1.8)

　

89(40.0) 27(12.2)　

90cm≥ 0 3(3.1) 36(36.7) 0 15(6.8) 87(39.2)

혈당조절 성공군 당화혈색소 이하인 군* : 6.5%

표 혈당조절 성공에 따른 신체질량지수와 허리둘레와의 관계 여자8) ( )

단위 명: (%)

구분

혈당조절 성공군* 　 혈당조절 실패군

신체질량지수 신체질량지수

<18.5 18.5-24.9 25≥ <18.5 18.5-24.9 25≥

허리둘레

80cm˂

　

1(1.5) 20(29.4)　 0　

　

2(0.9) 38(16.2)　
　

1(0.4)

80cm≥ 0 19(27.9) 28(41.2) 0 67(28.5) 127(54.0)

혈당조절 성공군 당화혈색소 이하인 군*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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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스틱 회귀분석에 따른 비만과 혈당조절 성공여부와의 관련4.

성

과거 마른 비만에서 열량과다 섭취 및 활동저하 등으로 비만과 당뇨병 유병

률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우 비만이 혈당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에 유의한 통계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위험요인이 되.

는 변수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해 본 결과 당화혈색소 이하6.5%

를 혈당조절 성공 군으로 정의했을 때 성별 연령 교육 운동 콜레스테롤 고, , , , ,

혈압 허리둘레 신체질량지수를 보정한 비만과 혈당조절과의 오즈비는 표, , 9,

표 과 같다10 .

남자에서 연령별로는 세에 비해 세는 배 혈당조절이 성공30-49 50-64 1.15

하였고 세에 비해 세 이상에서는 혈당조절을 성공률이 낮게 나타났, 30-49 65

다 교육은 대졸이상 중졸 초졸 고졸 순서로 혈당조절이 성공한 것으로 나. , , ,

타났고 운동은 일주일동안 운동을 하지 않는 군에서 혈당조절이 성공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은 낮을수록 혈당조절이 성공하였고 중성지방. HDL-Cholesterol

은 오히려 높을수록 혈당조절이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 진단 유무.

에 따른 혈당조절 성공여부 관련성은 고혈압 진단을 받은 군에 비해 고혈압

진단을 받지 않은 군이 혈당조절이 성공하고 체질량지수에 의한 비만하지 않,

는 군에 비해 비만한 군에서 혈당조절이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령,

교육 운동 콜레스테롤 고혈압 허리둘레 체질량지수와 혈당조절 성공여부와, , , , ,

의 관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에서 연령별로는 세에 비해 세는 배 혈당조절이 성공30-49 50-64 1.86

하였고 세에 비해 세 이상에서는 혈당조절을 성공률이 낮게 나타났, 30-49 65

다 교육은 고졸 중졸 초졸 대졸이상 순서로 혈당조절이 성공한 것으로 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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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고 교육과 혈당조절 성공과의 관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주 회 운동을 시행하는 군에서 혈당조절이 가장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3-7 .

은 군에 비해 이상에서 배 혈당조HDL-Cholesterol 1-39mg/dL 39mg/dL 1.88

절이 성공하였고 중성지방은 오히려 높을수록 혈당조절이 성공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고혈압 진단 유무에 따른 혈당조절 성공여부 관련성은 고혈압 진단을.

받은 군에 비해 고혈압 진단을 받지 않은 군이 혈당조절이 성공하고 체질량,

지수에 의한 비만하지 않는 군에 비해 비만한 군에서 혈당조절이 실패하는 것

으로 나타났지만 연령 운동 콜레스테롤 고혈압 허리둘레 체질량지수와 혈, , , , ,

당조절 성공여부와의 관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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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비만과 혈당조절 성공에 대한 오즈비 남자9) ( )

변수 구별 혈당조절

　 　 OR 95%Cl

연령 세( ) 30-49 1.0

50-64 1.148 0.495-2.663

65≥ 0.816 0.353-1.887

교육 초졸이하 1.0

중졸 1.151 0.482-2.746

고졸 0.708 0.315-1.588

대졸이상 1.565 0.499-4.906

운동 주 회/ ( ) 안함 1.0

1-2 0.482 0.169-1.373

3-7 0.868 0.430-1.751

HDL-Cholesterol(mg/dL) 1-39 1.0

40≥ 0.610 0.314-1.187

Triglyceride(mg/dL) 150˂ 1.0

150-199 1.448 0.629-3.330

200≥ 1.048 0.587-1.870

고혈압 무 1.0

유 0.717 0.405-1.268

허리둘레(cm) 90˂ 1.0

90≥ 1.403 0.670-2.938

신체질량지수(kg/ )㎡ 25˂ 1.0

25-29.9 0.703 0.320-1.543

　 30≥ 1.794　 0.446-7.212　
CI: Confidence Interval

통제변수 연령 교육 흡연 음주 운동 콜레스테롤고혈압허리둘레 체질량지수: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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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비만과 혈당조절 성공에 대한 오즈비 여자10) ( )

변수 구별 혈당조절

　 　 OR 95%Cl

연령 세( ) 30-49 1.0

50-64 1.864 0.659-5.273

65≥ 0.625 0.218-1.788

교육 초졸이하 1.0

중졸 1.141 0.433-3.002

고졸 3.111 1.091-8.876

대졸이상 0.298 0.066-1.348

운동 주 회/ ( ) 안함 1.0

1-2 0.255 0.054-1.194

3-7 1.006 0.361-2.806

HDL-Cholesterol(mg/dL) 1-39 1.0

40≥ 1.879 0.854-4.136

Triglyceride(mg/dL) 150˂ 1.0

150-199 2.208 0.763-60387

200≥ 1.526 0.605-3.850

고혈압 무 1.0

유 0.764 0.359-1.626

허리둘레(cm) 80˂ 1.0

80≥ 1.500 0.581-3.868

신체질량지수(kg/ )㎡ 25˂ 1.0

25-29.9 1.891 0.911-3.924

　 30≥ 0.612　 0.209-1.793　
CI: Confidence Interval

통제변수 연령 교육 흡연 음주 운동 콜레스테롤고혈압허리둘레 체질량지수: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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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Ⅳ

당뇨병은 인슐린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결핍 및 조직에서의 인슐린 작용성

저하에 기인하는 고혈당과 이에 수반되는 대사 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

다 인슐린 분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제 형 당뇨병과는 달리 제 형 당뇨병은. 1 2

인슐린의 분비량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근육이나 지방세포 간 등에서 인슐린,

의 작용이 저하되어 발병한다.

인류문명의 발달에 따른 운동부족과 고지방 고단백 식이에 의해 비만 인구,

가 증가되었다 최근 제 형 당뇨병 환자의 가 비만이라는 조사 결과에서. 2 85%

보듯이 비만은 제 형 당뇨병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제 형 당뇨병의 발병2 . 2

위험률은 체질량지수 이 증가와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과BMI( ) ,

도한 지방 비율과 복부에 집중된 지방은 대사증후군을 포함한 대사 장애에 있

어 매우 중요한 위험인자이다.

인슐린 저항성은 유전적인 요인과 함께 말초조직에서 인슐린 민감도를 감소

시키는 식이형태나 비만 운동부족 스트레스 등의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

있다 그 중에서도 비만은 제 형 당뇨병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인데 비만. 2 ,

과 관련한 간 근육의 인슐린 저항성과 췌장 의 비정상적인 인슐린 분비-cellβ

기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세포는 인슐린의 항지방분해 효과를 방해하여. ,

혈중 유리지방산 농도를 항상 높게 유지시키는데 이는 포도당 합성을 자극하,

고 간과 근육의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며 당뇨병의 유전성 소인이 있는 사람에

게 인슐린 분비 장애를 일으킨다 둘째 제 기능을 상실한 지방세포는 인슐린. ,

저항성 염증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을 과도하게 생산하고 인슐린, , Cytokine ,

민감성을 높이는 을 적절하게 생산하지 못한다 셋째 지방세포Adipocytokine . ,

가 커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지방을 저장할 공간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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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저장 공간이 포화되면 지질은 근육 간 췌장 로 흘러넘치Adipocyte , , -cellβ

게 되어 간 근육의 인슐린 저항성과 췌장의 인슐린 장애를 일으킨다, .

본 연구에서 혈당조절 성공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을 때 남자는 여30.5%,

자는 가 혈당조절 성공군으로 나타났고 남자의 연령별로는 세에23.2% 30-49

비해 세는 배 혈당조절이 성공하였고 세에 비해 세 이상50-64 1.15 , 30-49 65

에서는 혈당조절을 성공률이 낮게 나타났고 여자에서는 연령별로는 세30-49

에 비해 세는 배 혈당조절이 성공하였고 세에 비해 세 이50-64 1.86 , 30-49 65

상에서는 혈당조절을 성공률이 낮게 나타났다.

교육정도에 따른 혈당조절 성공률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에 혈당조절이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건.

강관리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려 된다.

운동시행 빈도와 관련하여서는 남자의 경우에 주일 동안 운동을 하지 않는1

군에서 혈당조절이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 주일에 회 시1 3-7

행하는 군에서 혈당조절이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뇨병 환자이거.

나 당뇨병 위험요인인 복부비만 또는 체중과다 상태의 사람들이 운동을 규칙

적으로 시행한 결과로도 추정 가능하다.

콜레스테롤은 여자에서 수치가 높은 군에서 혈당조절이 성공하는 것HDL

으로 나타났고 남자의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군에서 혈당조절이HDL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콜레스테롤이 운동량과 연관이 있음을. HDL

생각할 때 운동이 부족한 경우에 당뇨병 유병률이 높아진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결과로 생각되어진다.

중성지방은 남녀 모두에서 오히려 높을수록 혈당조절이 성공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중성지방 농도가 이상인 군의 혈당조절이 실패하는 것은. 500mg/dL

남자가 로 미만인 군의 였고 여자의 경우에는 중성71.0% 150mg/dL 65.9%

지방 농도가 이상인 군이 로 미만인 군의500mg/dL 68.8% 150mg/dL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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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고혈압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당뇨병의 위험요인으로 밝혀진 바 있는데 박(

용수 등 김희승 조남한 본 연구에서도 남녀 모두에서, 1995; , 2000; , 2001),

고혈압 진단을 받은 군이 고혈압 진단을 받지 않는 군에 비하여 혈당조절 실

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국에서 당뇨병의 위험요인을 분석한 연구,

에서 고혈압이 당뇨병의 위험요인으로 밝혀진 결과를 지지하였다 등(Pan ,

1994).

신체질량지수 와 관련하여서는 을 기준으로 하여 당뇨병 환자(BMI) 25kg/㎡

에서 비만에 속하는 군이 남자는 전체의 였고 여자의 경우는 가50.0% , 55.1%

이에 해당하여 인구의 비만화를 보였고 신체질량지수가 높아짐에 따라 혈당,

조절이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신체질량지수 이상인 경우에, 25kg/㎡

당뇨병의 강력한 위험요인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허리둘레는 남녀 모두.

에서 위험요인으로 분석되었는데 허리둘레가 남자에선 이상 여자에서, 90cm ,

이상인 군에서 혈당조절이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허리둘레80cm .

가 이상인 군의 가 혈당조절 성공군이고 미만인군의90cm 20.85% 90cm

에 비해 배나 혈당조절이 실패하는 것이다 여자의 경우에도 허리10.0% 2.08 .

둘레가 이상인 군의 가 혈당조절 성공군이고 미만인군의80cm 20.85% 80cm

에 비해 배나 혈당조절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혈당조절 성10.0% 2.08

공 군과 실패 군에서의 신체질량지수와 허리둘레와의 관계는 남녀 모두에서

신체질량지수와 허리둘레가 정상인 경우에 혈당조절이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

났고 신체질량지수가 가장 높은데 허리둘레도 큰 경우에 혈당조절이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뇨병 환자가 의료기관 방문 또는 규칙적인 운동 등.

건강관리로 혈당조절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한 한국인의 당뇨병 유병률에 관한2005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을 때 당뇨병 유병률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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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다 남자가 유병률이 높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비만을 나타내는 체질량지, ,

수가 높을수록 고혈압이 있는 경우 부모가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흡연, , ,

과 음주를 하는 사람들이 당뇨병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다 임명남 등( , 2008).

그리고 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한 혈당조절 관련성에 대한 로2008

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체질량지수가 이상인 비만 군에 비해25kg/ 25kg/㎡

이하인 정상 군이 배 혈당조절이 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나리2.147 ( ,㎡

2010).

본 연구에서는 대한당뇨병학회 진료지침에 따라 당화혈색소(HbA1C) 6.5%

이하로 정의하고 분석하여 전체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 중 세 이상 당뇨병30

환자 명이 한국인의 당뇨병 환자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연구에 제한점이673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추후에 연구에 미비한 점을 고려하여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 기반 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비만과 혈당조절 성공여부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당뇨병.

혈당조절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를 분석하고자 시행하여 연령 운동, ,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허리둘레 체질량지수와의 관련성을 제시함으로써 당뇨, , ,

병 관리 및 예방을 위한 올바른 생활습관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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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Ⅴ

본 연구는 비만과 혈당조절 성공여부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당뇨병 혈당조

절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를 분석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 자료는 년. 2009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시행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이용하였으며 조1 1 12 30 ,

사는 전국을 대표하는 가구의 전체 가구원 명 중 건강검진을 실4,000 10553

시한 세 이상 인구 중 당뇨병 환자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30 673 .

주요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혈당조절 실패군은 남 녀 모두에서 연령이 많을수록 혈당조절 실패율1. ,

이 높았고 남자가 여자가 가 혈당조절 성공군으로 나타났다, 30.5%, 23.2% .

교육정도에 따른 혈당 조절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에 혈당 조절이 실패하였고 숨이 가쁘고 땀이 날 정도의 운동시행 빈도와 관

련하여서는 남자의 경우에 운동을 시행하지 않는 군에서 혈당조절이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에도 주일에 회 시행하는 군에서 혈당조절1 3-7

이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화혈색소 이상을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는 군으로 정의하였을2. 6.5%

때 총 콜레스테롤은 남녀 모두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를 초과하는240mg/dL

경우에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향을 보였고 콜레스테롤은 남자 여HDL

자 모두에서 수치가 높은 군에서 혈당조절이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DL

콜레스테롤은 남녀 모두에서 수치가 상승할수록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

향을 보였다 중성지방 농도가 이상인 군의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500mg/dL

것은 남자가 로 미만인 군의 에 비해 혈당조절 실패71.0% 150mg/dL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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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높았다.

고혈압 진단 유무에 따른 혈당조절 성공률은 고혈압 진단 받은 군에 비3.

해 고혈압 진단을 받지 않은 군이 혈당조절이 성공하고 남자의 허리둘레가,

이상인 군의 가 혈당조절 성공군이고 미만인군의 에90cm 28.1% 90cm 32.8%

비해 혈당조절률이 낮았다 여자의 경우에도 허리둘레가 이상인 군의. 80cm

가 혈당조절 성공군이고 미만인군의 가 혈당조절이 실패하21.4% 80cm 30.5%

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질량지수에 따른 혈당조절 성공률은 정상인 군이 비만.

한 군에 비해 혈당조절 성공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혈당조절 성공 군과.

실패 군에서의 신체질량지수와 허리둘레와의 관계는 남녀 모두에서 신체질량

지수와 허리둘레가 정상인 경우에 혈당조절이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

질량지수가 가장 높은데 허리둘레도 큰 경우에 혈당조절이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에서 연령별로는 세에 비해 세는 배 혈당조절이 성4. 30-49 50-64 1.15

공하였고 세에 비해 세 이상에서는 혈당조절을 성공률이 낮게 나타, 30-49 65

났다 교육은 대졸이상 중졸 초졸 고졸 순서로 혈당조절이 성공한 것으로. , , ,

나타났고 운동은 일주일동안 운동을 하지 않는 군에서 혈당조절이 성공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은 낮을수록 혈당조절이 성공하였고 중성지. HDL-Cholesterol

방은 오히려 높을수록 혈당조절이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 진단 유.

무에 따른 혈당조절 성공여부 관련성은 고혈압 진단을 받은 군에 비해 고혈압

진단을 받지 않은 군이 혈당조절이 성공하고 체질량지수에 의한 비만하지 않,

는 군에 비해 비만한 군에서 혈당조절이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령,

교육 운동 콜레스테롤 고혈압 허리둘레 체질량지수와 혈당조절 성공여부와, , , , ,

의 관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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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에서 연령별로는 세에 비해 세는 배 혈당조절이 성공30-49 50-64 1.86

하였고 세에 비해 세 이상에서는 혈당조절을 성공률이 낮게 나타났, 30-49 65

다 교육은 고졸 중졸 초졸 대졸이상 순서로 혈당조절이 성공한 것으로 나. , , ,

타났고 교육과 혈당조절 성공과의 관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주 회 운동을 시행한 군에서 혈당조절이 가장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3-7 .

은 군에 비해 이상에서 배 혈당조HDL-Cholesterol 1-39mg/dL 39mg/dL 1.88

절이 성공하였고 중성지방은 오히려 높을수록 혈당조절이 성공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고혈압 진단 유무에 따른 혈당조절 성공여부 관련성은 고혈압 진단을.

받은 군에 비해 고혈압 진단을 받지 않은 군이 혈당조절이 성공하고 체질량,

지수에 의한 비만하지 않는 군에 비해 비만한 군에서 혈당조절이 실패하는 것

으로 나타났지만 연령 운동 콜레스테롤 고혈압 허리둘레 체질량지수와 혈, , , , ,

당조절 성공여부와의 관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당뇨병 환자들이 효율적인 자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체

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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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glucos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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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betes is a chronic disease that requires patients to do

self-management and to get lifelong treatment. Though once it occurs,

it's hard to be cured, one can prevent complications from occur and

live a healthy life with an appropriate regulation of glucose(blood

sugar) control. Cerebrovascular and cardiovascular diseases all are

diseases on circulatory systems and obesity is related to such

diseases. So, this is study was performed to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obesity and regulation of glucose(blood sugar) control.

Using the source document of 4th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of 10,553 people in 4000 families representing all

population, 673 diabetes patients over 30 who had taken a medical

examination were selected and analyzed.

General features that include age, gender, education level ,and

quantity of motion and physical features that include the total amounts

of cholesterol, HDL-cholesterol, LDL-cholesterol, neutral fat, clinical

feature of high blood pressure, waist measurement ,and BMI were

analyzed. Regulation of glucose(blood sugar) control was categorized

into regulation group and no-regulation group. Data were analyz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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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ver 9.2) statistic program.

Factors that influences regulation of glucose(blood sugar) control in

women were age, education level, and LDL-Cholesterol, which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t. When they were in the age of 50-64

and had not more than high school graduate and LDL-cholesterol was

over 100mg/dL, Regulation of glucose(blood sugar) control didn't work.

The group in which regulation didn't work made a feature of low

overall cholesterol and LDL-cholesterol, neutral fat and low average of

HDL-cholesterol and high blood pressure.

If waist measurement is over 90cm in men, the possibility of

regulating glucose control is 21.8%, while if under 90cm, the possibility

of regulating glucose control is 32.8%. If waist measurement is over

80cm in women, the possibility of regulating glucose control is 21.4%,

while if under 80, the possibility of regulating glucose control is 30.5%.

As waist measurement went smaller, the possibility of regulating

glucose control got higher. It's reported that as BMI gets higher,

regulation of glucose control didn't work bu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t between waist measurement and BMI. When BMI

and waist measurement are normal, regulation glucose control worked.

When BMI and waist measurement are big, regulation glucose control

didn't work.

30-49 aged men had 1.15 times more chance to regulate glucose

control than 50-64 aged men, and 30-49 aged women had 1.86 times

more chance than 50-64 aged women.

Over 65, possibility of regulating glucose control was lower than 30-49

in both gender. In both gender, as education lever was higher, quantity

of motion and HDL-cholesterol were low. As neutral fat was more,

possibility of regulating was higher. Those who were in high blood

pressure had less chance to regulate glucose control than those who

weren't. Those who were obese based on BMI had more chanc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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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e glucose control than those who weren't

In this study, it couldn't be analyzed whether there were statistical

significance or not, due to the limit of designing cross sectional study.

But recently, along with diabetes patients increasing, those who are

obese, overeating, and short of exercise are increasing. Therefore,

systematic, continuous study on diabetes patients self managing

efficiently based on prospective cohort study is crucially requir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