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농촌지역사회 성인에서 

당뇨병 선별 검사에 있어 

당화알부민의 역할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 학 과 

김 건 우 

 

 



한국 농촌지역사회 성인에서 

당뇨병 선별 검사에 있어 

당화알부민의 역할 

  

 

지도 정 춘 희 교수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2 월 20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 학 과 

김 건 우 

 

 



김건우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2년 12 월 20 일 

  

 

 



감사의 글 

 

 논문이 만들어지기까지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동료께 감사 

드립니다. 우선 본 논문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이끌어 주셨으며 늘 저에게 

아낌없는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춘희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계획서에서부터 연구 및 논문 작성 과정에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안성복 교수님, 신영구 교수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학문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면에 이르기까지 항상 자극과 도전을 주시는 교수님들 덕분에 전공의 및 

연구강사 기간 동안 미약하지만 소중한 성과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학위 논문 

작성과정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든든한 응원을 해 주신 신장열 교수님, 이미영 교수님 

및 김우택, 성세용, 정호연, 이지호, 송신한, 황혜원, 이향선 이하 원주기독병원 

내과 의국 동기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저에게 무한한 힘을 주시며,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늘 곁에서 힘이 

되어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매제께 감사 드리고 이 논문을 

바칩니다. 

 

 

 

 

 

 

 

 



차       례 

그림 차례.................................................................... ⅰ  

표 차례................................. ..................................... ⅱ 

국문 요약..................................................................... 1 

 

제 1 장 서론................................................................... 3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3 

1.2  연구목적.............................................................. 5 

 

제 2장 연구방법........................................ .................... 6 

2.1 연구대상................................. ............................ 6 

2.2 자료수집........................................................... ..... 8 

2.3 분석방법........................................................... ..... 9 

 

제 3 장 연구결과............................................................. 10 

3.1 연구대상의 임상적 특성 및 측정값과의 관계................ ............ 10 

3.2 당뇨병을 선별하기 위한 당화알부민의 적절한 값............. ............ 14 

 

제 4장 고찰..................................... ............................ 17 

 

제 5장 결론..................................... ............................ 20 

 

참고 문헌....................................... ............................ 21 

 

 



 

 

Abstract..................................................................... 25

  

 



 

 

그 림  차 례 

 

Figure 1. Selection process of study population.............................. 7 

Figure 2. Scatter plot of 2621 individuals ................................. 13 

Figure 3. ROC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of glycated albumin, 

glycated hemoglobin A1c, fasting plasma glucose............................. 15 

  

i 



 

 

표  차 례 
 

 

Table 1. Bas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nd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11 

Table 2. Change of glycemic control indices according to age................ 12 

Table 3. Change of glycemic control indices according to body mass index.... 12 

Table 4. Indices appropriate for screening of diabetes mellitus............. 16 

 

 

 

  

ii 



 

 

국 문  요 약 

한국 농촌지역사회 성인에서 

당뇨병 선별 검사에 있어 당화알부민의 역할 

 

당뇨병을 미리 진단하여 당뇨병 합병증의 진행을 예방하는 것은 당뇨병을 가장 효

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다. 지금까지 당뇨병을 선별하는 방법에는 공복 또는 식후

혈당검사, 75 g 경구포도당부하검사, 당화혈색소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쓰이고 있다. 

당화알부민은 공복혈당이나 당화혈색소와 비교하여 아무 때나 측정이 가능하며 3개월 

이내에 발병한 당뇨병을 선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당화

알부민의 장점에도 선별 검사나 진단의 목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거의 없는 실정으로 

본 연구는 한국 농촌지역 사회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단면 연구를 통해 당화알부민의 

특징과 당뇨병을 선별하기 위한 적절한 당화알부민의 수치를 알아보았다. 

Korean Rural Genomic Cohort (KRGC) 연구에 참여한 3322 명 중 당뇨병 진단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과거력과 측정값을 제대로 측정이 안된 사람을 제외한 2621 명을 대

상으로 하였다. 성별, 나이, 체질량지수에 따른 당화알부민, 당화혈색소, 공복혈당의 

변화를 알아보았으며, 당화알부민과 당화혈색소, 공복혈당, 당부하 후 2시간 혈당 사

이의 상관 관계를 알아보았다. ROC (Receiver Operation Characteristic) 분석을 이

용하여 당뇨병을 선별하는 데 있어 적절한 당화알부민의 수치를 추정하였다. 

당화알부민의 전체 평균은 18.8 ± 4.2 %였다. 당화알부민은 성별, 체질량지수와는 

관계가 없었고, 나이가 많으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당화알부민은 당화혈색소, 

공복혈당, 당부하 후 2시간 혈당과 모두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당화알부민의 상

대특성곡선을 구해보았고 민감도 65.7 %, 특이도 65.1 %를 보이는 점에서 임계값이 

18.8 %로 나타났다. 당화알부민 18.8 % 이상이거나 공복혈당 110 mg/dL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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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당뇨병의 선별에 사용하였을 때는 민감도 78.3 %, 특이도 63.9 %로 민감도가 증가

하였다. 

따라서, 한국 장년층 성인에서 당화알부민 18.8 % 이상 또는 공복혈당 110 mg/dL 

이상의 기준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은 당뇨병을 선별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되나, 이를 위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핵심되는 말: 당뇨병, 선별 검사, 당화알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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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당뇨병의 유병률은 전 세계적으로 약 10 % 정도이나 환자 수는 최근 꾸준히 증가하

고 있으며 아시아, 특히 중국, 인도 및 우리나라 등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당뇨

병 환자 수가 증가하면 당뇨병 합병증 환자 수도 같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진료

비가 상승하게 되어 개인 및 국가의 재정부담에 많은 지장을 주게 되며, 이로 인한 

개인의 삶의 질이 감소하게 된다.1 따라서 당뇨병을 미리 진단하고 당뇨병 합병증으

로 진행을 예방하는 것이 당뇨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당뇨병 선별 검사에는 공복 또는 식후혈당검사, 75 g 경구포도당부하검

사 및 당화혈색소가 사용되고 있다. 공복혈당검사는 전통적으로 당뇨병 선별 검사로 

사용되어 왔다.2 그러나 이는 단기적인 혈당치를 보는 것으로, 채혈 전에 금식을 해

야 하는 등 환자에게 있어 불편을 가져오며, DECODA (Diabetes Epidemiology: 

Collaborative Analysis Of Diagnostic Criteria in Asia) 연구에서처럼 공복혈당이 

정상이나 2시간 식후혈당만 높았던 군이 연구에 참여한 전체 군의 44 %였다는 보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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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공복혈당검사만 시행하는 것은 선별 검사에 있어서 정확하지 않다고 할 수 있

다.3 또한 혈당수치는 환자 상태 및 혈액 검체의 보존온도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과의 해석이 어려울 수도 있다. 경구포도당부하검사는 개개인의 당뇨병 진

단에는 적합하나 선별 검사를 목적으로 모든 사람으로 시행하기에는 불편함, 낮은 재

현성, 높은 변동성 등의 몇 가지 문제가 있다.4,5 

당화혈색소 측정은 현재 미국당뇨병학회(ADA), 유럽당뇨병학회(EASD), 세계당뇨병

협회(IDF)의 인사들이 참여한 International Expert Committee에서 당뇨병 선별검사

로 추천하고 있다.6 당화혈색소 측정은 적혈구의 혈색소인 헤모글로빈에 포도당이 얼

마나 달라붙어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이전 2~3 개월 동안의 혈당 조절 상태를 반

영하며 당뇨병을 진단받은 환자에 있어서 합병증 발생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7 또한 식사와 관계 없이 아무 때나 할 수 있고 단기적인 환자의 상태

에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기존의 혈당 수치보다 환자의 당뇨병 상태를 더 정확하

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당화혈색소의 측정이 정확해지고 표준화되면서 2010년 미

국당뇨병협회에서는 당화혈색소 6.5 % 이상을 당뇨병 진단 기준으로 채택하였다.8 하

지만 3개월 이전에 발병한 당뇨병은 선별 및 진단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저

개발 국가에서는 아직 이 측정이 널리 사용되지 않고, 빈혈, 임신, 만성 신장병, 간 

경변 등 헤모글로빈 대사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나 상태에 따라 값이 과대, 과소 측정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당화혈색소 측정도 당뇨병의 선별검사에 있어서 

완벽한 검사가 될 수는 없다. 

이에 반해, 당화알부민은 당화혈색소와 같이 당화단백질의 한 종류로 알부민과 포

도당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수명이 2~3 주여서 당화혈색소와 달리 짧은 기간의 당

뇨병 조절 상태를 알 수 있어 모니터링 목적으로 임상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또한 

측정 방법도 당화혈색소 측정보다 자동화가 잘 되어 있고, 노동력 소모가 적으며, 빠

르고, 싼 장점이 있다. 혈색소 대사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나 상태에도 당화알부민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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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더 정확하다.9-11 

이러한 당화알부민의 장점에도 선별 검사나 진단의 목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국내에

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한국 성인에서 당뇨병을 선별하는 데 있어 당화알부민의 적절

한 역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당뇨병이나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이 없는 한국 성인에서 

새로 발병한 당뇨병 환자들의 당화알부민 수치를 분석하여 당뇨병을 선별할 수 있는 

적절한 당화알부민 수치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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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이 연구는 Korean Genomic Rural Cohort (KGRC)의 연구참여자 중에서 당화알부민 

수치를 측정한 3322 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Korean Genomic Rural Cohort 연구는 

한국 인구를 바탕으로 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로, 한국 성인에서 고혈압, 당뇨병, 

골다공증, 호흡기질환, 대사 증후군 등의 만성 질환의 유병율, 발생률, 관련된 

위험인자를 연구하여 한국인의 공중 보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이의 역할에 대한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이다.12 

2005 년 12 월부터 2006 년 1 월 사이에 강원도 평창, 원주와 강릉, 충청남도 금산, 

전라남도 나주에 사는 40 세 이상 성인 남녀 중 전화, 언론, 강좌 등을 통해 이 

연구에 동의하고 당화알부민의 측정에 참여한 3322 명을 선별하였다. 다음으로 직접 

면담을 통해 연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거력을 자세하게 조사하여 당뇨병, 

갑상선질환, 급•만성 간염 및 간경변, 암, 정신과 질환 과거력을 가진 516 명을 

제외하였고, 조사를 하지 못했던 신장 관련 질환자는 신장 기능 평가로 대체하여 

이에 이상을 보인 155 명을 추가로 제외하였다. 

그밖에 당화혈색소가 측정되지 않았거나, 75 g 경구포도당부하검사 중 공복혈당, 

당부하 1 시간 후 혈당, 당부하 2 시간 후 혈당 중 하나라도 측정이 되지 않은 9 명과 

임상적 특성인 키, 몸무게,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이 

측정되지 않은 21 명을 제외하여 남은 2621 명에 대해 최종적으로 분석을 

하였다(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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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election process of study population. L/C, liver cirrhosis; HbA1c, 

glycated hemoglobin A1c; FPG, fasting plasma glucose; 1-h PPG, 1-hour post-load 

plasma glucose; 2-h PPG, 2-hour post-load plasma glucose;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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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료수집 

모든 연구대상에서 성별, 나이, 체질량지수, 허리 둘레-엉덩이 둘레 비,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을 조사하였다. 체질량지수는 몸무게(kg)을 키의 제곱(m2)으로 

계산하고, 허리 둘레-엉덩이 둘레 비는 허리 둘레(cm)를 엉덩이 둘레(cm)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과거력은 당뇨병 진단 여부, 갑상선질환 진단 여부, 급·만성 간염 및 

간경변 진단 여부, 암 진단 여부, 정신과 질환 진단 여부를 조사하였다. 냉동 보관된 

혈액 시료를 분석하여 2011 년 4 월 기준으로 혈청 당화알부민, 당화혈색소를 

측정하고, 75 g 경구포도당부하검사를 시행하여 공복혈당, 당부하 1 시간 후 혈당, 

당부하 2 시간 후 혈당을 측정하였다. 신장 기능 평가를 위해 혈청 크레아티닌, 소변 

알부민, 소변 크레아티닌을 측정하였다.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사구체 여과율(GFR, Glomerular Filtration Rate) 

이 60 mL/min/1.73m2 미만이거나 단백뇨(macroalbuminuria) 가 있을 때로 정의하였다. 

사구체 여과율을 계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MDRD (Modification of Diet in Renal 

Disease) 식을 사용하였다.13 

사구체 여과율(mL/min/1.73m2) = 186 X [혈청 크레아티닌(mg/dL)]-1.154 X 

[나이(년)]-0.203 (성별이 여자인 경우 추가로 0.742를 곱함) 

단백뇨는 소변 알부민 대 소변 크레아티닌 비(ACR, Albumin Creatinine Ratio) 와 

잘 일치하므로, K-DOQI (Kidney Disease Outcomes Quality Initiative) 가이드라인을 

따라 남자에서는 250mg/g, 여자에서는 355mg/g보다 큰 경우로 정의하였다.14 

당화알부민은 Lucica GA-L kit (Asahi Kasei Pharma, Tokyo, Japan)을 이용하여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법(HPLC)으로 측정하였고 시약 제조사의 설명서대로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하여 보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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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된 당화알부민(%) = [당화알부민(mg/dL)] ÷ [전체알부민(mg/dL)] X 100 ÷ 

1.14 + 2.9 

자동분석기는 HITACH 7180 (Hitachi, Tokyo, Japan)을 사용하였다. 당화혈색소는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법으로 Variant Ⅱ Turbo kit (Bio-Rad laboratories, Hercules, 

Californi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당뇨병은 당뇨병의 과거력이 없는 대상 집단 중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8 시간 공복혈당이 126 mg/dL 이상이거나 75 g 경구포도당부하검사 후 

2 시간 혈당이 200 mg/dL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였다.15 

 

2.3  분석방법 

통계 분석은 IBM SPSS 프로그램 버전 20.0 을 사용하였고 통계 수치는 평균 ± 

표준 편차로 표시하였다. 체질량지수 및 나이와 당화알부민,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각 t-test 를 시행하였다. 또한 당화알부민과 

공복혈당, 당화혈색소와의 관계를 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대상 집단 

중 새로 당뇨병으로 진단되는 집단의 당화알부민에 대한 상대특성곡선[ROC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을 구하여 적절한 민감도(sensitivity)와 

특이도(specificity)를 보이는 당화알부민 수치(cutoff value)를 알아보았다. 통계적 

유의성은 유의수준이 0.05 미만인 경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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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의 임상적 특성 및 측정값과의 관계 

연구대상 2621 명 중 새로 당뇨병이 발견된 사람은 198 명으로 7.6 %를 차지하였다. 

그 중 공복혈당만 높은 군은 16 명, 당부하 후 2 시간 혈당만 높은 군은 124 명이었고, 

공복혈당, 당부하 후 2시간 혈당 모두 높았던 군은 58 명이었다.  

연구대상의 특성과 당화알부민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성별, 나이, 

체질량지수에 따라 분류하였다. 먼저 성별에 따라 남자, 여자 두 군으로 나누었고 

임상적인 특성과 측정값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나이, 체질량지수, 허리 둘레-엉덩이 

둘레 비,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공복혈당, 당부하 후 1 시간 혈당, 

당화혈색소는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당부하 후 2 시간 혈당, 

당화알부민은 두 군간 차이가 없었다(Table 1). 

나이에 따라 당화알부민, 공복혈당, 당화혈색소가 변하는지 보기 위해 40 대 이하, 

50 대, 60 대 이상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는데 40 대 이하와 50 대, 40 대 이하와 60 대 

이상 사이에서는 나이가 더 많은 군에서 당화알부민과 당화혈색소가 유의 있게 

높았다. 50대와 60대 이상의 값은 차이가 없었다(Table 2). 

체질량지수 25 이상인 군과 25 미만인 군을 비교해보니 공복혈당, 당화혈색소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당화알부민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당화알부민과 다른 측정값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고 공복혈당, 당부하 2 시간 후 혈당, 당화혈색소와 

독립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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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nd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total male female P value* 

 

N 
 

2621 

 

1064 

 

1557 

 

 

age 56.1 ± 8.1 56.9 ± 8.0 55.6 ± 8.1 <0.001 

BMI (kg/m2)  24.5 ± 3.2 24.0 ± 3.0 24.8 ± 3.2 <0.001 

WHR (%)  88.0 ± 6.2 90.1 ± 5.5 86.6 ± 6.3 <0.001 

SBP (mmHg)  130.4 ± 18.2 132.2 ± 17.7 129.2 ± 18.4 <0.001 

DBP (mmHg)  82.4 ± 11.4 83.7 ± 11.1 81.2 ± 11.5 <0.001 

FPG (mg/dL)  93.0 ± 14.8 96.0 ± 17.5 90.7 ± 12.3 <0.001 

1-h PPG (mg/dL)  165.8 ± 53.6 176.3 ± 58.5 158.6 ± 48.6 <0.001 

2-h PPG (mg/dL)  126.7 ± 46.9 126.5 ± 53.2 126.8 ± 42.0 0.861 

GA (%)  18.8 ± 4.2 18.8 ± 4.4 18.8 ± 4.0 0.985 

HbA1c (%)  5.59 ± 0.53 5.63 ± 0.59 5.57 ± 0.48 0.005 

      

*comparison of male and female 

BMI, body mass index; WHR, waist-hip ratio;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FPG, fasting plasma glucose; 1-h PPG, 1-hour post-

load plasma glucose; 2-h PPG, 2-hour post-load plasma glucose; GA, glycated 

albumin; HbA1c, glycated hemoglobin A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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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nge of glycemic control indices according to age 

Age ≤ 40th 50th ≥ 60th 

 

N 

 

661 

 

927 

 

1033 

GA (%)  18.2 ± 3.7  19.0 ± 4.3*  18.9 ± 4.3*  

FPG (mg/dL)  92.2 ± 15.3  92.9 ± 13.9  93.2 ± 15.4  

HbA1c (%)  5.46 ± 0.52  5.62 ± 0.52*  5.65 ± 0.54*  

    

*P < 0.001 (40 대 이하 군과 비교하였을 때) 

BMI, body mass index; GA, glycated albumin; FPG, fasting plasma glucose; HbA1c, 

glycated hemoglobin A1c 

 

 

Table 3. Change of glycemic control indices according to body mass index 

BMI < 25 ≥ 25 P value 

 

N 

 

1558 

 

1063 

  

 

GA (%)  18.7 ± 4.1  18.9 ± 4.3  0.152 

FPG (mg/dL)  91.7 ± 14.0  94.5 ± 15.8  <0.001  

HbA1c (%)  5.54 ± 0.49  5.67 ± 0.57  <0.001  

    

BMI, body mass index; GA, glycated albumin; FPG, fasting plasma glucose; HbA1c, 

glycated hemoglobin A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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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Figure 2. Scatter plot of 2621 individuals according to (1) GA and FPG (r=0.354, 

R2 = 0.125, P<0.001) (2) GA and 2-h PPG (r=0.240, R2 = 0.058, P<0.001) (3) GA 

and HbA1c (r=0.338, R2 = 0.114, P<0.001). GA, glycated albumin; FPG, fasting 

plasma glucose; 2-h PPG, 2-hour post-load plasma glucose; HbA1c, glycated 

hemoglobin A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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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당뇨병을 선별하기 위한 당화알부민의 적절한 값 

상대특성곡선을 이용하여 당뇨병을 선별하기 위한 적절한 당화알부민의 수치를 

분석하였을 때 18.8 %에서 민감도 65.7 %, 특이도 65.3 %를 보였다. 하지만 AUC 

(area under curve)는 0.707 으로 공복혈당(0.867), 당화혈색소(0.849)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3). 

당화알부민과 공복혈당, 당화혈색소를 당뇨병 진단에 같이 사용하였을 때의 

민감도와 특이도를 알아보았다. 당화알부민이 18.8 % 이상이면서 공복혈당이 110 

mg/dL 이상인 경우는 민감도 49.0 %, 특이도 98.2 %를 보였으며, 당화알부민이 18.8 % 

이상이거나 공복혈당이 110 mg/dL 인 경우는 민감도 78.3 %, 특이도 63.9 %를 

보였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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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ROC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of (1) glycated albumin 

(AUC 0.707) (2) glycated hemoglobin A1c (AUC 0.849) (3) fasting plasma glucose 

(AUC 0.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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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ndices appropriate for screening of diabetes mellitus 

 SEN (%) SPE (%) PPV (%) NPV (%) PLR (%) NLR (%) 

 

FPG ≥ 126 mg/dL 

 

37.4 

 

100 

 

100 

 

95.1 

 

- 

 

1.6 

FPG ≥ 110 mg/dL 61.6 97.0 62.9 96.9 20.5 2.5 

GA ≥ 18.8 % 65.7 65.1 13.3 95.9 1.9 1.9 

FPG ≥ 110 mg/dL, 

and GA ≥ 18.8 % 
49.0 98.2 69.3 95.9 27.2 1.9 

FPG ≥ 110 mg/dL, 

or GA ≥ 18.8 % 
78.3 63.9 15.0 97.3 2.2 2.9 

HbA1c ≥ 5.7 % 82.3 67.9 17.3 97.9 2.6 3.8 

FPG ≥ 110 mg/dL, 

or HbA1c ≥ 5.7 % 
87.4 67.0 17.8 98.4 2.6 5.3 

GA ≥ 18.8 %, or 

HbA1c ≥ 5.7 % 
89.9 47.3 12.2 98.3 1.7 4.7 

     

SEN, sensitivity; SPE, specificity; PPV, positive predictive value; NPV, 

negative predictive value; PLR, positive likelihood ratio; NLR, negative 

likelihood ratio; FPG, fasting plasma glucose; GA, glycated albumin; HbA1c, 

glycated hemoglobin A1c 

 

  

１６ 

 



 

 

제4장 고찰 

 

이 연구를 통하여 알아본 당화알부민의 전체 연구대상의 평균은 18.8 ± 4.2 %였다. 

당화알부민은 성별, 체질량지수와는 관계가 없었고, 나이가 많으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당화알부민은 당화혈색소, 공복혈당, 당부하 후 2 시간 혈당과 모두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당화알부민의 상대특성곡선을 구해보았고 민감도 65.7 %, 

특이도 65.1 %를 보이는 점에서 임계값은 18.8 %로 나타났다. 당화알부민 18.8 % 

이상, 또는 공복혈당 110 mg/dL 이상인 경우를 당뇨병의 선별에 사용하였을 때는 

민감도 78.3 %, 특이도 63.9 %로 민감도가 증가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당화알부민의 여러 가지 특성이 확인되었다. 먼저 성별의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이와는 다르게 당화혈색소는 남녀의 차이가 있었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다. 비슷한 연구를 하였던 Furusyo 외 16의 연구에서는 당화혈색소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으나 당화알부민은 서로 차이가 없었으며, 대규모 연구인 ARIC 

(Atherosclerosis Risk in Communities) 연구 17 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Ma 

외 18 의 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라 당화알부민의 차이가 없었다. 또한 체질량지수 

25 이상인 군과 25 미만인 군을 서로 비교하였을 때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는 25 

이상인 군이 값이 더 높았으나 당화알부민은 차이가 없었다. 비슷한 연구였던 

Furusyo 외 16, Ma 외 18의 연구에서도 체질량지수와 당화알부민은 서로 관계가 없었다. 

이를 토대로 당화알부민은 성별이 다르거나 비만 여부에 관계없이 정상 수치가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나이에 따라서는 당화혈색소와 같이 나이에 따라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정상 수치는 나이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당화알부민의 정상 수치는 2006 년 일본당뇨병학회에서 12.3 %에서 

16.9 %라고 제시하였고 16, 최근 Hiramatsu 외 19 의 연구에서는 11.5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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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까지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나이별로 정상치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당뇨병을 선별하는 데 당화알부민을 단독으로 

사용하였을 때를 공복혈당, 당화혈색소와 비교하면 민감도가 떨어졌다. 하지만 

공복혈당 110 mg/dL 이상, 또는 당화알부민 18.8 % 이상인 경우는 민감도 78.3 %, 

특이도 63.9 % 로 선별 검사로서 적절한 민감도, 특이도를 보였다. 이 수치는 물론 

당화혈색소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당화혈색소와 당화알부민을 같이 사용하였을 

때보다는 민감도가 낮았다. 하지만 당화혈색소는 3 개월 이내에 발병한 당뇨병을 

선별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며, 공복혈당과 당화알부민이 한번의 채혈로 같은 

용기로 측정할 수 있는 것에 비하여 당화혈색소는 다른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당뇨병을 선별하는 데 있어 당화알부민과 공복혈당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정확성, 간편성을 모두 고려할 때 좋은 방법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당화알부민과 공복혈당, 당부하 후 2 시간 혈당, 당화혈색소와 각각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최근에 시행된 다른 여러 연구에서도 같은 상관관계를 

보였다.16,18,20,21 당화알부민은 비효소적 당화 작용에 의해 포도당이 혈장 알부민에 

붙은 형태로 반감기 3 주 동안 포도당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어 공복혈당, 

당화혈색소와 관련성이 높지만, 당뇨병 지표로 쓰이고 있는 1,5-anhydroglucitol 

(1,5-AG)은 단당류로 반감기가 약 1 주로 짧아 공복혈당, 당화혈색소와의 관련성이 

당화알부민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19 

일본에서 시행된 Furusyo 외 16 의 연구에서는 당화알부민의 임계값이 15.5 %로, 

중국에서 시행된 Ma 외 18의 연구에서는 임계값이 17.1 %로 이 연구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의 당화알부민의 임계값이 18.8 %로 더 높았다. 이 차이에 대하여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으나 본 연구대상의 나이 평균이 56.1 세로 일본의 약 50 세, 

중국의 53.1 세보다 높았다는 점에서 당화알부민의 수치가 더 높았을 것으로 추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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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연구라는 점에서 지역적인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5 년 가량 냉동 보관한 검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검체의 변화에 의해 전체적인 당화알부민의 값이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추가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보정된 당화알부민 값을 사용하였으나 다른 논문에서는 

전체알부민에 대한 당화알부민의 퍼센트 값을 사용하여서 여기서 차이가 생겼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결과를 적용하기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먼저 선택편의(selection 

bias)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연구대상 이 몇몇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실제적인 

인구 집단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대한민국의 인구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 실제로 

연구대상의 평균 나이는 56.1 ± 8.1 세이고 40 세 미만 연령층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대상 연령층을 확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 연구는 코호트를 

이용한 단면 연구로서 현상에 대한 분석만 가능하다는 점이 단점으로 생각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에 대한 전향적으로 추가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당화알부민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에 대하여 잘 모른다는 

점이다. 아직까지 당화알부민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에 대해 어떤 인자들이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치는지 자세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당화알부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라고 생각되는 질환이나 상태를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추후에 이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몇몇 연구들에서는 용혈성 빈혈이나 말기 신부전, 기존 당뇨병 환자가 임신할 경우, 

임신성 당뇨병 등에서는 당화알부민이 당화혈색소보다 당 조절 상태를 더 잘 

나타낸다고 하였다.22-25 따라서 앞으로 이런 환자들에게서 당화알부민 정상 수치를 

조사한다면 당뇨병 치료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런 환자들에서 새로 

당뇨병이 발생할 때에도 당화알부민이 선별 검사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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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이 연구는 우리나라 일부 지역사회의 당뇨병을 진단받지 않은 사람에서 당뇨병을 

선별하기 위해 적절한 당화알부민의 수치를 알아보고자 한 연구이다. 당화알부민은 

성별과 체질량지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표로 공복혈당이나 당화혈색소와 같은 

지표에 비교하여 단독으로는 다른 지표에 비해 민감도가 떨어진다. 다만, 당화알부민 

18.8 % 이상 또는 공복혈당 110 mg/dL 이상의 기준을 병행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화알부민 기준 단독 또는 공복혈당 기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높은 

민감도를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한국 장년층 성인에서 

당화알부민 농도를 공복혈당 농도와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은 당뇨병을 선별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를 위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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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ole of glycated albumin in the screening of diabetes mellitus 

in Korean rural community 

 

Kim Gun-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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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Choon Hee Chung) 

 

Background/Aims. The most effective method of managing diabetes mellitus is 

diagnosing the disease in its early stage and preventing the progression of 

related complications. Various methods, such as the measurement of fasting 

plasma glucose (FPG), postprandial plasma glucose, 75-g oral glucose tolerance 

test, or measurement of glycated hemoglobin (HbA1c) have been used to screen 

for diabetes mellitus. Glycated albumin (GA) is a novel parameter with several 

advantages compared to HbA1c-it can be measured at any point of time, and it 

can screen for diabetes mellitus with an onset of less than 3 months. Despite 

such benefits, however, few studies have focused on the use of GA in the 

screening or diagnosis of diabetes mellitus. Therefore, this study performed a 

cross-sectional analysis of a Korean rural community in order to investi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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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racteristics of GA and to establish an appropriate cut-off point in the 

screening of diabetes mellitus. 

Methods. Among 3,322 subjects participating in Korean Rural Genomic Cohort 

project, 2,621 subjects were enrolled after excluding those with medical 

history that may affect the diagnosis of diabetes and those with incomplete 

laboratory measurements. The changes in GA, HbA1c, and fasting plasma glucose 

associated with sex, age, and body mass index have been investigated, and the 

correlation between GA, HbA1c, fasting plasma glucose, and plasma glucose 2 

hours after oral glucose tolerance test has been analyzed. A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ROC) curve has been drawn to estimate the appropriate cut-off 

point of GA in screening for diabetes. 

Results. The mean GA of all subjects was 18.8 ± 4.2 %. GA showed an increasing 

trend with age, and was not associated with sex or body mass index. GA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HbA1c, fasting plasma glucose, and plasma glucose 2 

hours after oral glucose tolerance test. Analysis of ROC curve revealed GA of 

18.8 % as the cut-off point (sensitivity 65.7 %, specificity 65.1 %). When the 

criteria was expanded to include GA of 18.8% or above or fasting plasma glucose 

of 110 mg/dL or above, the sensitivity increased to 78.3 %, while specificity 

changed to 63.9 %.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combining the criteria of GA 

18.8 % or above with fasting plasma glucose 110 mg/dL or above may be used as a 

screening tool for diabetes mellitus among the adults of certain Korean rural 

community and it needs further studies in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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