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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중․노년의 음주행동과

혈당장애의 관련성

우리나라 중․노년의 고위험 음주율, 폭음률, 음주로 인한 사망률은 전 세계

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음주가 혈당장애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잘 알려

진 바 있으며, 최근에는 공복혈당장애를 두 단계로 구분하여 혈당수준이 높을

수록 질병과의 관련성이 높아짐이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리

나라 중․노년의 음주행동 양상을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로 파악하여 공

복혈당장애 1단계, 공복혈당장애 2단계, 그리고 당뇨병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5기 1차년도(2010)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전

체 8,958명 중, 만 40세 미만 인구 4,406명과 주요 변수에 이상치와 결측치가

있는 2,456명을 제외한 2,096명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9.2 version을 이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혈당장애 수준별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의 각 세부문항 및 총점에 차이

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성

별, 연령, 신체활동, 체질량지수, 교육수준, 흡연을 보정한 뒤 음주행동 양상에

따른 공복혈당장애 1단계와 공복혈당장애 2단계, 그리고 당뇨병의 오즈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전체 대상자에서 유해음주 시 공복혈당장애 1단계(100-109mg/dL)

와의 관련성이 1.94배로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

절단 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에서는 40-64세 남자에서 공복혈당장애 1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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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이 위험음주 시 2.1배, 유해음주 시 1.8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

와 65세 이상 남자에서는 유해음주 시 2.18배 관련성이 높았다. 한편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 세부 문항 중 음주의 빈도와 양을 묻는 문항과 음주 관

련 문제를 묻는 문항에서 혈당장애 수준별 점수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음주행동이 공복혈당장애 1단계와 관련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초기 혈

당장애 단계에서는 생활습관의 교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의심된다.

따라서 정상혈당에서부터 올바른 생활습관 유지를 통해 공복혈당장애에 진입

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어 : 음주행동, 혈당장애, 음주, 공복혈당장애,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

사, 당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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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성인들은 직장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음주에 노출되기 쉽다. 알코올의 과량 섭취는

사망률을 높이지만, 절제된 음주는 사망 위험을 감소시키고 특히 심혈관계 질

환의 사망률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gnardi et al., 2004; Costanzo et

al., 2010). Reynolds 등(2003)은 비음주자에 비해 알코올을 하루 60g 이상 섭

취하는 군에서 허혈성 뇌졸중이 1.69배 증가하는 반면 하루 12g 미만 섭취하

는 경우 뇌졸중이 0.8배로 위험이 감소하며 하루 12-24g 섭취하는 군은 허혈

성 뇌졸중이 0.74배로 감소함을 보여 과도한 음주는 뇌졸중을 증가시키지만

적절한 음주는 뇌졸중을 예방하는 요인이 됨을 보고하였다. Conen 등(2008)은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하루 2잔 미만의 알코올 섭취가 심방세동

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으나 하루 2잔 또는 그 이상의 과도한 음주는 심방세

동의 위험 증가와 부분적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하듯이 알코

올은 섭취량과 빈도에 따라 질병의 발생 양상에 차이가 나타나며 보편적으로

질병 발생과의 관계에서 J자형 혹은 U자형의 관련성을 보여 적절한 섭취는

질병 예방에 도움을 주나 과도한 섭취는 질병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보고되

고 있다(Di Castelnuovo et al., 2006).

세계보건기구는 음주량을 중심으로 1일 남자 60g, 여자 40g을 초과한 순수

알코올 섭취를 고위험 음주로 정의하고 있다(WHO, 2000). 국민건강영양조사

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연간음주자 중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자는 7잔, 여

자는 5잔 이상이면서 음주 빈도가 주 2회 이상 마시는 경우를 고위험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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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의 술자리에서 남자는 7잔, 여자는 5잔 이상 음주하는 것을 폭음으로 정

의하고 있다. 2010년 우리나라의 고위험 음주율은 남자 24.9%, 여자 7.4%로

남자의 비율이 3배 이상 높았다(보건복지부, 2011). 특히 사회생활이 가장 왕

성한 30-50대에서 약 3명 중 1명이 고위험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는 미국과 비교하여도 높은 수준이었다(Schiller et al., 2012). 또한 전 세계 사

망자의 3.8%, 우리나라 사망자의 9.1%는 음주와 관련한 질환 및 사고 등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Rehm et al., 2009; 통계청, 2011).

알코올 사용 장애는 임상적으로 유의적인 손상이나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증상이 명백하게 나타나는 알코올 섭취에 대한 부적응적인 패턴을 의미한다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2011년 실시한 전국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알코올 사용 장애의 평생 유병율은 남자

20.7%, 여자 6.1%, 전체 13.4%로, 남자 다섯 명 중 한명은 알코올 사용 장애

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에 비하여 3.4배 높았다(보건복

지부, 2011). 또한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04년 국내의 알코올 사용 장애 유

병율은 6.62%로 평균 3.6%의 유병율과 비교했을 때 1.8배 높았고, 알코올 사

용 장애의 가능성이 높은 위험음주자 또한 14.9%로 평균 11.5%보다 높았다

(WHO, 2011). 또한 알코올 사용 장애 사망률은 우리나라의 경우 10만 명당

2.2%로 캐나다 1.6%, 영국 1.4%, 호주 1.0%, 뉴질랜드 0.4%, 미국 2.1%에 비

하여 높았다(WHO, 2010).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AUDIT)는 1989년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개발되어 문제음주를 선별하기 위해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Bradley et al., 1998), 알코올 문

제의 전 범위를 선별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 입증되어 국내에서도 사용

하고 있다(Fielin, Reid and O’connor, 2000; 김종성 등, 1999). 과거에는 단순

히 알코올의 섭취량과 질병과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해왔으나 건강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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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음주행동과 관련하여 음주의 빈도/양, 알코올 의존 증상, 음주관련 문

제를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인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AUDIT)가 개발되었으므로 이를 통해 위험음주,

유해음주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부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 점수와 대사증후군, 당뇨병, 공복혈당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가 있다. 우리나라 남성을 대상으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 점수와 대사증후군의 관련성을 살펴 본 연구에서 점수가 7점 이하

인 군에 비해 20점 이상인 군에서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1.32배 높음이 보고

되었다(박진경 등, 2012). 또 우리나라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알코올 사용 장

애 선별 검사와 대사증후군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점수가 7점 이

하인 그룹에 비해 8-15점인 그룹에서 공복혈당이 110mg/dL 이상일 확률이

2.15배, 16점 이상인 그룹에서 2.48배로 증가함을 보여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의 절단점을 정상음주(Normal, 7점이하), 위험음주(Hazard, 8-15점), 유해

음주(Problem, 16점이상)로 나누어 연구한 동시에 알코올 섭취가 공복혈당을

포함한 대사증후군 요소와 관련성이 일부 유의함을 보고하였다(Kim et al.,

2011). 그러나 현재까지 연구가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 점수와 대사증후

군, 혹은 당뇨병과 같이 질병의 유병과의 관련성에 대해 주로 진행되었다면

앞으로는 질병의 예방과 건강증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음주군이 비음주군에 비해 에너지 섭취가 많고 요구되는 에너지보다 과잉

섭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김명희, 유옥순,

1999; Fisher and Gordon, 1985). 강재현(2006)에 따르면 음주자에게서 나타나

는 에너지 과잉 섭취는 대부분 식사보다 술과 함께 먹는 고열량, 고지방 안주

로부터 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안주와 술을 함께 먹으면 몸이 알코

올을 처리하는데 먼저 지치게 되고 결국 나머지 음식들의 열량은 소비되지 못

하여 체지방으로 저장되는 것이다. 또한 알코올은 1g당 7kcal의 높은 열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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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질 뿐 아니라 지방조직 등의 기관에서 지방의 산화를 방해해 체내 지방 축

적을 증가시키며 특히 복부비만의 위험을 높여 대사증후군을 비롯한 다양한

만성질환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과음과 고열량 고지방 안주를 주기적으로 섭

취하는 식이 패턴은 대사적인 문제를 발생시켜 혈당조절을 어렵게 하는 원인

이 된다. 음주가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을 유의하게 감소시키고(Fueki et

al., 1993; Yamada et al., 2004) 비정상적인 혈당조절을 유발하는데, 이는 췌장

속 글루코키나아제(Glucokinase)가 과도한 알코올 섭취시 생성되는 독성 산화

물질들에 의해 구조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쉽게 분해되면서 정상적인 당 분해

가 일어나지 않아 에너지 생성 및 인슐린 합성이 췌장에서 제대로 일어나지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et al., 2010).

공복혈당장애(Impaired Fasting Glucose, IFG)는 미국당뇨병학회(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ADA)에 의해 여러 차례의 논의 끝에 공복혈당이

100-125mg/dL인 경우로 진단기준이 결정되었다(Charles et al., 1996; Fuller

et al., 1980; Jarrett and Keen, 1976; Klein et al., 1991; McCartney, Keen

and Jarrett, 1983; Gabir et al., 2000). 우리나라는 공복혈당장애나 내당능장애

환자들에 대해 서양인들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당뇨병 진단을 위한 조치가 필

요하다고 여겨져 대한당뇨병학회 진단소위원회에서 4개의 대규모 코호트연구

의 결과로 공복혈당장애를 공복혈당 1단계(100-109mg/dL)와 2단계

(110-125mg/dL)로 구분하여 당뇨병의 진단율을 높일 것을 제안하였다(Oh et

al., 2008). 최근 여러 문헌을 통해 공복혈당 100-109mg/dL 보다

110-125mg/dL에서 당뇨병이나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이 더 높다는 연구가 보

고되고 있어 당뇨병의 전단계에서 적절한 혈당조절을 통해 질병으로의 이환을

예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Kabeya et al., 2012; Dell’Omo et al., 2008; Wen

et al., 2005). 생활습관 조절만으로도 대사지표의 개선효과가 나타나나 공복혈

당장애에서는 증상이 없어 대부분 질환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Pa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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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Tuomilehto et al., 2001; 김소헌 등, 2004). 연령에 상관없이 공복혈당장

애 그 자체가 당뇨병의 원인이 되고(Kabeya et al., 2012) 질병의 치료보다 예

방의 가능성과 효과를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더 낮은 공복혈당장애

단계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한편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 점수와 공복혈당 및 대사증후군과의 관련

성을 살펴 본 선행 연구를 찾아볼 수 있었으나(박진경 등, 2012; Kim et al.,

2011) 위 연구들은 일부 한계점을 갖는다. 박진경 등의 연구는 성별에 따라

분석하였지만 남녀 모두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 절단 기준을 8점으로 하

였다. Kim et al.의 연구는 대사증후군의 진단기준을 공복혈당 110mg/dL 이상

을 사용하여, 공복혈당 100-109mg/dL에 대한 관련성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

으며 중년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노년층 남성과 여성에 대한 분석이 이

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인을 대표할 수 있는 자료인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5

기 1차년도(2010)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중·노년의 음주행동 양상을 파악하고

혈당장애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자에 따라 적합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 절단점을 적용하여 음주행동 양상을 정상음주, 위험음주, 유해

음주로 구분하고, 혈당장애는 정상혈당, 공복혈당장애 1단계, 공복혈당장애 2

단계, 당뇨병의 네 그룹으로 나누어 음주행동 양상과 혈당장애의 관련성을 알

아보고, 혈당장애에 따라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 총점과 각 세부 문항별

점수와의 관련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당뇨병 예방에 기여할 수 있

는 건강증진 정책, 교육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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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5기 1차년도(2010)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중․노년의 음주행동 양상을 파악하고 혈당장애와의 관련성을 알아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혈당장애와 음주행동 양상에 따른 일반적 특성과 건강

관련 특성 및 생화학적 특성을 비교한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혈당장애에 따른 음주행동을 비교한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음주행동과 공복혈당장애 1단계, 공복혈당장애 2단계,

그리고 당뇨병의 관련성을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통해

오즈비(Odds Ratio, OR)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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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알코올 사용 장애(Alcohol Use Disorder)

가. 알코올 사용 장애

미국정신과학회의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 4판(DSM-IV)에 의하면

알코올과 관련된 장애를 크게 알코올 사용 장애(Alcohol use disorder)와 알코

올 유도성 장애(Alcohol-induced disorder)로 구분하며, 알코올 사용 장애는

사회적 기능 장애 및 병적 사용 양상을 진단기준으로 하여 내성이나 금단 증

상 유무에 따라 알코올 의존(Alcohol dependence)과 알코올 남용(Alcohol

abuse)으로 구분하여 진단 내리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발간된 정신장애의 진

단 및 통계편람 제 5판(DSM-5)에 따르면 더 이상 남용과 의존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 장애로 명명하며 경도(mild), 중증도(moderate), 심각도(severe)의

세 가지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어 알코올 남용 자체를 중독으로 진행하는 과정

으로 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제 10차 국제질병분류

에서는 음주로 인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경우를 ‘위험 음주(hazardous

use)'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음주습관을 ‘유

해 음주(harmful use)'로 규정하고 있다(WHO, 1993). 위험 음주와 유해 음주

모두 모두 질병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고 이것은 미국정신의학회의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 4판의 알코올 남용과 비슷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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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

현재 문제음주를 선별할 수 있는 도구로 미시간 알코올리즘 선별 검사

(Michigan Alcoholism Screening Test, MAST), 케이지검사(need to Cut

down/felt Annoyed by criticism/felt Guilty/Eye-opener, CAGE),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The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등이

있다. 미시간 알코올리즘 선별 검사는 가장 오래된 알코올 선별 검사로 98%

의 정확도로 알코올 의존자를 가려내는 도구이다. 케이지검사는 알코올 섭취

와 관련된 경험을 묻는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 2문항 이상에 해당되

면 알코올 중독(alcoholism)으로 진단한다. 케이지검사는 임상상태에서 알코올

의존을 선별할 뿐 아니라 일반 인구에서 문제음주의 유병률을 평가하는데 주

로 사용된다(Maisto, Connors and Allen, 1995; Poulin, Webster and Single,

1997; Guerrini, Gentili and Guazzelli, 2006). 그러나 미시간 알코올리즘 선별

검사와 케이지검사는 알코올 의존 환자의 선별에는 유용하나 이보다 낮은 단

계인 위험음주와 유해음주의 선별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Adams, Barry

and Fleming, 1996; Cherpitel., 1995)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는 1989년 세계

보건기구에 의해 개발되었다.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는 10문항으로 이루

어진 자가보고용 설문도구로 문항별로 음주의 빈도/양(1-3문항), 알코올 의존

증상(4-6문항), 음주관련 문제(7-10문항)의 세 영역을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

어 기존 알코올 사용 장애에 대한 선별도구들이 가진 정신, 사회학적 개념에

생물학적 개념이 추가된 포괄적인 질병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알코

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는 기존 케이지검사에 비해 문제음주 선별능력이 우수

한 것으로 입증되어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Brad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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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1998)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가 미시간

알코올리즘 선별 검사나 케이지검사에 비해 위험 음주, 문제 음주, 알코올 사

용 장애와 같은 알코올 문제의 전 범위를 선별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도구임이

보고되었다(Fielin, Reid and O’connor, 2000). 국내에서도 김종성 등(1999)이

술을 마시는 성인 남성 85명과 알코올 의존 남성 환자 11명을 대상으로 알코

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를 시행한 결과 정신과 의사의 진단결과나 미시간 알

코올리즘 선별 검사 및 케이지검사 점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국내에서도

사용 가능함을 보고하였다. 최초에는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의 절단점으

로 11점을 권고하였지만(Saunders and Aasland, 1987), 보다 안전한 알코올

사용 행태의 제안을 위해 이후 8점을 절단점으로 채택하여(Babor et al., 1989)

현재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총점이 0-7점인 경우 저위험 음주, 8-15점인 경우

중위험 음주, 16점 이상인 경우 고위험 음주로 분류하고 있으며, 여자이거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절단점을 1점씩 낮추어 7점부터 중위험 음주로 분류하

고 있다(Babor et al., 2001). 일부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알코

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의 총점이 0-7점인 경우 정상 음주(Normal use), 8-15

점인 경우 위험 음주(Hazardous use), 16-40점인 경우 유해 음주(Problem

group)로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Kim et al., 2011; Conigrave, Hall and

Saunders, 1995).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음주행동 양상을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 절단점 8점을 기준으로 정상음주, 위험음주, 유해음주의 세 그

룹으로 구분하였고, 여자와 65세 이상 남자에서는 절단점 7점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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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복혈당 장애 수준별 질환과의 관련성

공복혈당장애(Impaired Fasting Glucose, IFG)는 공복 혈당이 100mg/dL 이

상 125mg/dL 이하를 의미하는 당뇨병의 전단계로 정의된다. 1997년 미국 당

뇨병 학회(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ADA)는 공복혈당 125mg/dL에서

당뇨병으로 인한 망막변증의 유병과 발생이 시작, 증가되는 것을 근거로 당뇨

병 진단을 위한 공복 혈당 기준을 140mg/dL에서 126mg/dL로 조정하였다. 또

한 같은 해 미국 당뇨병 학회는 공복혈당장애 진단의 새로운 기준으로 공복혈

당 110-125mg/dL을 권고했다(Charles et al., 1996; Fuller et al., 1980; Jarrett

and Keen, 1976; Klein et al., 1991; McCartney, Keen and Jarrett, 1983). 그

러나 110mg/dl의 기준점이 내당능장애(Impaired Glucose Tolerance, IGT)와

비교할 때 당뇨병의 위험에 대한 특이도는 우수하지만 민감도는 떨어져 2003

년도에 공복혈당장애의 진단 기준을 110mg/dL에서 100mg/dL로 낮추었다

(Gabir et al., 2000).

우리나라의 경우 공복혈당장애나 내당능환자들에 대해 서양인들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당뇨병 진단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여겨져 2007년도 대한당뇨

병학회 진단소위원회에서 4개의 대규모 코호트연구의 결과로 공복혈당장애를

두 단계로 나누어 당뇨병의 진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당뇨병학회 진료지침(2011)에서는 당뇨병의 선별 검사 시 공복혈당장애로

진단될 경우 두 단계로 나누어 1단계(100-109mg/dL)의 경우 매년 정기적인

추가검사를 시행 하거나 위험인자 동반 시 경구당부하 검사를 시행토록 되어

있고, 2단계(110-125mg/dL)의 경우 즉시 경구당부하 검사를 시행하는 권고안

을 제시하고 있다(Oh et al., 2008).

최근 공복혈당 100-109mg/dL 보다 110-125mg/dL에서 당뇨병의 발생이나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이 더 높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Kabeya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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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Dell’Omo et al., 2008; Wen et al., 2005). 40대 남성을 대상으로 한 코

호트 연구에 따르면 공복혈당이 90mg/dL 미만인 그룹에 비해 공복혈당이

100-109mg/dL인 그룹에서 당뇨병이 발생할 확률이 5.2배 높고, 공복혈당이

110-125mg/dL인 그룹에서는 21.3배 높음을 보고하여 아무런 증상이 없을지라

도 당뇨병의 전단계에서 혈당조절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뇨병으로 이환

될 잠재 위험성이 높음을 강조하였다(Kabeya et al., 2012). 고혈압 환자를 대

상으로 공복혈당 100mg/dL미만, 공복혈당 100-109mg/dL, 공복혈당

110-125mg/dL로 나누어 심혈관계 질환 관련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체질

량지수, 낮은 고밀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미국 국립 콜레스테롤 교육프로그

램 프래밍험 위험도 점수(NCEP ATP-III Framingham risk score)를 통해 나

오는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가 혈당장애가 올라감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함을

밝혀 당뇨병의 전단계에서 혈당이 심혈관계 질환과 양의 관련성이 있음을 보

고하였다(Dell’Omo et al., 2008).

이와 같이 기존 연구에서 공복혈당이 100-109mg/dL 보다 110-125mg/dL에

서 당뇨병이나 심혈관계 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의 예후가 좋지 않다고 밝혀져

왔다. 건강증진의 관점에서 볼 때 당뇨병의 전단계에서 부터 당뇨병을 예방하

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위험요소를 찾아내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혈당 대사의 위험요소로 알려져 있는 음주행동이 공복혈

당장애 1단계와 공복혈당장애 2단계 및 당뇨병에 미치는 관련성에 차이가 있

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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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코올 섭취와 공복혈당장애 및 당뇨병

여러 연구들은 적당량의 알코올 섭취가 당뇨병의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보고

했지만, 일부 연구들은 오히려 당뇨병의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별 영향이

없다고 서로 다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Crandall et al., 2009; Xu et al.,

1998; Jang et al., 2005). 이러한 결과는 연구에서 평가한 알코올의 종류와 양

의 차이 등 서로 다른 연구 방법의 차이에서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하루 6-48g의 알코올을 섭취하는 경우 당뇨병의 위험이

30% 정도 감소했지만 48g을 초과하여 섭취하는 경우 당뇨병의 발생이 1.04배

로 증가하였다(Carlsson et al., 2000). Xu 등(1998)은 알코올 남용이 장기의

포도당 이용율을 약 30% 정도 감소시키고 근육이나 심장에서 글리코겐 형성

을 저하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는 2.3-부타네디올과 1.2-프로파네디올

의 혈중 농도를 높임으로써 당뇨병의 발생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Davies 등(2002)은 하루 2잔(30g)의 알코올 섭취가 당뇨가 없는 폐경 여성군

에서 섭취하지 않은 군에 비해 공복 인슐린 농도와 중성지방이 감소하면서 인

슐린 민감도가 상승함을 보고하였다. Cullmann 등(2012)은 사분위수로 구분한

알코올 섭취에서 적게 또는 보통 섭취한 여성군은 혈당장애의 위험성이 감소

하였지만, 가장 많이 섭취한 남성군과 여성군 모두 비정상적인 혈당조절의 위

험성이 증가됨을 보고하여 적정 음주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지만 과음 또는

폭음은 혈당 조절을 어렵게 하여 공복혈당장애와 당뇨병의 발생 위험을 높이

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40-75세의 건강관련 전문가들을 6년간 추적 관찰한 코

호트 연구에서도 알코올 섭취가 당뇨병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Rimm et al., 1995).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알코올 섭취와 제 2형 당뇨병의

발생에 유의적인 관련성이 없음을 보고하고 있다. Jang 등(2012)은 고지혈증

을 동반한 경우 하루 2잔(30g)미만의 알코올 섭취가 2형 당뇨병을 예방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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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하여 알코올 섭취와 관련된 위험 요인을 고려한 다

각적인 방향의 연구가 더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Kim 등(2011)은 중년 남성에

서 고위험 알코올 사용 행태가 혈압, 당뇨, 고지혈증, 복부비만과 대사증후군

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면서 점차 우리나라 중년 남성의 알코올 섭취

율과 양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할 때 국가적인 알코올 절감 관련 건강 증진 정

책의 설립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알코올의 섭취량과 질병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

왔다(Carlsson et al., 2000; Davies et al., 2002; Jang et al., 2012). 그러나 알

코올 섭취의 양적 요소뿐 아니라 음주의 빈도/양, 알코올 의존 증상, 음주관련

문제를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인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를 통해 질병

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논문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공복혈당장애 1단계와

공복혈당장애 2단계에서 질병의 예후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는 있었지만

(Kabeya et al., 2012) 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규명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

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를 활용하여 다각적

인 음주관련 문제와 공복혈당장애 1단계, 공복혈당장애 2단계 및 당뇨병간의

관련성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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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이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5기 1차년도(2010)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

라 만 40세 이상 중·노년을 대상으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AUDIT)점수를 통한 음주행동과 공복혈당

장애 1단계와 2단계 및 당뇨병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혈당장애로 미국당뇨병학회와 대한당뇨병학회의 기준

에 따라 정상, 공복혈당장애 1단계, 공복혈당장애 2단계, 당뇨병으로 구분하였

다. 설명변수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위험음주 평가도구로 개발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의 총점으로 Kim et al(2011)의 논문에서 제시한 세 절단점을

채택하여 정상음주(0-7점), 위험음주(8-15점), 유해음주(16점 이상)로 구분하였

다. 단,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기준에 따라 여자이거나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

우에는 절단점을 1점씩 낮추어 정상음주(0-6점), 위험음주(7-13점), 유해음주

(14점 이상)로 구분하였다. 보정변수는 당뇨병과 관련된 문헌들을 참고하여 성

별, 연령, BMI, 흡연, 신체활동, 교육수준으로 채택하였다. 각각의 변수와 혈당

장애, 음주행동의 차이는 연속변수의 경우 ANOVA 검정, 범주형변수의 경우

카이제곱(Chi-square)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음주행동양

상 별 혈당장애와의 관련성은 로지스틱 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의 틀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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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의 틀

2. 변수의 선정

가.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혈당장애이다. 당뇨병과 공복혈당장애의 진단기준은

미국당뇨병학회(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ADA)의 기준에 따라 표 1과

같이 정의하였다. 이에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5기 1차년도(2010) 이용지침서를

참조하여 공복혈당이 126mg/dL이상이거나, 당뇨병 약을 복용하거나 인슐린주

사를 투여하는 자, 그리고 의사로부터 당뇨병을 진단받은 자를 당뇨병 그룹으

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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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당뇨병의 진단기준

항목 기준

정상 80-99 mg/dL

공복혈당장애 100-125 mg/dL

당뇨병 126 mg/dL 이상

*미국당뇨병학회(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ADA), 2003

공복혈당장애의 두 단계는 대한당뇨병학회 권고기준안(2011)에서 제시한 기

준에 따라 공복혈당을 기준으로 표 2와 같이 정의하였으며 이 기준에 따라 두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표 2. 공복혈당장애의 진단기준

항목 기준

공복혈당장애 1단계 100-109 mg/dL

공복혈당장애 2단계 110-125 mg/dL

*대한당뇨병학회, 2011

나. 설명변수

본 연구의 설명변수는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를 통한 음주행동양상이

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5기 1차년도(2010)자료의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

사 10문항에 대한 총점과 각 문항 별 점수를 이용하였다. 총점에 따라 세계보

건기구에서는 저위험음주(low risk, 0-7점), 중위험음주(medium level, 8-15

점), 고위험음주(high level, 16점 이상)의 세 절단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부

연령이 65세 이상이거나 여성인 경우에는 체중과 대사의 차이를 고려하여 절

단점을 7점으로 낮추어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Cherpitel,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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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ugrave et al., 1995; Steinbauer et al., 1998; Powell and Mclnness, 1994;

Aalto et al., 2010).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기준과

여러 문헌들을 참조하여 절단점을 표 3과 같이 구분하였다.

표 3.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 점수 별 절단기준

항목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 총점

남성(40-64세)
남성(65세 이상)
여성(40세 이상)

정상음주(Normal use) 0-7점 0-6점

위험음주(Hazardous use) 8-15점 7-13점

유해음주(Problem use) 16점 이상 14점 이상

다. 보정변수

본 연구의 보정변수로는 일반적 특성요인, 건강관련 특성요인, 생화학적 특

성요인을 선정하였다.

일반적 특성요인의 성별은 성별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①남, ②여

로 응답하였고, 연령은만□□□세로 질문한 것에 답한 것 중 만 40세 이

상 중․노년을 대상으로 만40-64세,만 6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

에 활용하였다.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의 네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소득수준은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국민건강영양통계 분류방

법에 사용된 OECD의 Square Root Scale(Michael and Marco, 2005; Huisman

et al., 2005)을 적용해 월가구균등화소득을 총 가구원수로 보정한 후 사분위수

로 분류하여 이를 근거로 상, 중상, 중하, 하의 4개의 군으로 분류하였다.

건강관련 특성요인의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세계보건기구

의 아시아태평양 기준으로 저체중(BMI<18.5), 정상체중(18.5≤BMI≤22.9),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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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23≤BMI≤24.9), 비만(BMI≥25)으로 구분하였다. 허리둘레는 미국 국립

콜레스테롤 교육프로그램(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NCEP)과

대한비만학회에서 제시한 진단기준으로 남성 90cm이상, 여성 85cm 이상을 복

부비만으로 구분하였다. 혈압은 미국 국립보건원 고혈압 합동위원회 (Joint

National Committee, JNC) 7차보고서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정상(수축기혈압

(Systolic Blood Pressure, SBP)<120mmHg 이면서 DBP(Diastolic Blood

Pressure, DBP)<80mmHg), 고혈압전단계(120≤SBP≤139 이거나 80≤DBP≤

89), 고혈압(SBP≥140 이거나 DBP≥90)으로 구분하였다. 흡연은 국민건강영

양조사의 “현재흡연 여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비해당은 안함, 과거엔 피

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은 과거흡연, 피움 또는 가끔 피움은 현재흡연으로

구분하였다. 신체활동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을 이용

하여 중등도 신체활동을 1회 30분 이상, 주5일 이상 실천한 경우를 한다, 중등

도 신체활동을 1회 30분 이상, 주5일 이상 실천하지 않은 경우를 안한다로 구

분하였다.

생화학적 특성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인슐린, 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

롤, 중성지방, GOT(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 GPT(Glutamic

Pyruvic Transaminase), γGTP(Gamma Glutamyl Transpeptidase), VitD를 사

용하였다. 모두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나온 변수로 이상점을 제거한 뒤 분

석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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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1995년에 공표된 국민건강증진법 제 16조에 근거하여 1998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중 제 5기 1차년도(2010)의 원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제 5기 1차년도(2010)조사는 전국 약 3,849가구, 만 1세 이상 가구원 전체를

조사 대상으로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목

표 모집단은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양로원, 군대, 교도

소 등에 입소한 자와 외국인 등은 제외되었다. 제 5기(2010-2012) 표본설계에

서는 2009년 주민등록인구자료와 2008년 아파트시세자료를 표본추출 틀로 이

용하였다. 제 1-4기는 통계청 인구주택 총 조사 조사구와 신축아파트 조사구

를 표본추출 틀로 사용하였으나 제 5기의 경우 2005년 인구주택 총 조사 이후

의 조사구 및 가구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최신의 추출 틀로 변경하였다. 특

히 제 5기에는 제 4기에 도입된 순환표본설계방법(Rolling Survey Sampling)

을 유지하여 제 5기 3개년도 표본이 전국을 대표하는 독립적인 확률표본이 되

고, 연도별로 유사한 특성이 있는 표본이 뽑히도록 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표본설계를 통해 추출된 표본을 조사하고 조사에 참여

한 표본이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하도록 가중치를 부여하여 국민의 건강행태

및 수준을 측정하였으며, 조사별로 우리나라 국민에 관한 결과를 추정할 수

있도록 자료에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중 제 5기(2010)의 원시자료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고, 전체 8,958명 중, 만 40세 미만 인구 4,406명을 제외한 4,552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설명변수인 음주행동의 측정치인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와 종속변수인 혈당장애의 구성요인에 결측값이 없는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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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6명(남성: 1,551명, 여성: 1,495명)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에 적용된 연

속형 변수에 대한 이상점을 제거하여 총 2,096명(남성: 906명, 여성: 1,190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그림 2. 연구대상자 선정



- 21 -

4.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9.2 version을 이용하였으

며 자료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일반적 특성요인, 건강관련 특성요인, 생화학적 특성요

인 변수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분포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분석

(Descriptive analysis)을 하였다. 혈당장애 수준별, 음주행동 양상별 일반적 특

성, 건강관련 특성, 생화학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추가 분석

을 진행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건강관련 특성의 범주형 변수는 카이제곱검정

(Chi-square test)을 통해 분석하였고 일부 연속형 변수는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통해 분석하였다. 생화학적 특성은 연속형 변수로 혈

당장애 및 음주행동과의 관련성을 분산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혈당장애 수준별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의 각 세

부문항 및 총점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

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일반적 특성요인, 건강관련 특성요인, 생화학적 특성요

인 중 혈당장애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변수들 중에서 이전 연구들을 참조하

고 음주행동과 관련성이 있는 변수들을 선정하여 보정한 뒤 혈당장애 세 그룹

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Survey logistic procedure)을 통해 음주행동양상

에 따른 혈당장애의 오즈비(Odds ratio, OR)를 산출하였다.

남, 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의 절단점

을 8점으로 하였다. 단,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기준안에 따라 여자와 65세 이상

남자를 따로 분류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의 절단점

을 7점으로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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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5기 1차년도(2010) 자료를 이용하여 만 40세 이상 중·

노년 2,096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의 표 4와 같다.

종속변수인 혈당장애 중 정상에 속하는 비율은 70.9%, 공복혈당장애 1단계에

속하는 비율은 14.1%, 공복혈당장애 2단계에 속하는 비율은 4.6%, 당뇨병은

10.4%로 정상, 당뇨병, 공복혈당장애 1단계, 공복혈당장애 2단계 순으로 많은

빈도를 보였다. 설명변수인 음주행동 중 정상음주에 속하는 비율은 74.8%, 위

험음주는 16.8%, 유해음주는 8.4%로 정상음주, 위험음주, 유해음주 순으로 많

은 빈도를 보였다. 성별은 남자 43.2%, 여자 56.8%로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다.

연령은 40-49세가 33.0%, 50-59세가 28.4%, 60-69세가 22.9%, 70세 이상이

15.8%로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순으로 많은 빈도를 보였다.

교육수준은 초졸이하가 30.9%, 중졸이 14.9%, 고졸이 31.9%, 대졸이상이

22.2%로 고졸, 초졸이하, 대졸이상, 중졸 순으로 많은 빈도를 보였다. 수입은

사분위수 범위 중 하에 속하는 비율이 23.6%, 중하가 23.6%, 중상이 27.7%,

상이 25.1%로 중상, 상, 하, 중하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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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혈당장애

정상
공복혈당장애 1단계
공복혈당장애 2단계
당뇨병

1,487
295
97

217

(70.9)
(14.1)
(4.6)
(10.4)

음주행동*
정상음주†

위험음주‡

유해음주¶

1,568
352
176

(74.8)
(16.8)
(8.4)

성별
남자
여자

906
1,190

(43.2)
(56.8)

연령(세)

40-49
50-59
60-69
70이상

691
595
479
331

(33.0)
(28.4)
(22.9)
(15.8)

교육수준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648
313
669
466

(30.9)
(14.9)
(31.9)
(22.2)

수입

하
중하
중상
상

495
494
580
527

(23.6)
(23.6)
(27.7)
(25.1)

*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 총점으로 구분함

†남자(40-64세): 0-7점, 남자(65세이상), 여자: 0-6점

‡남자(40-64세): 8-15점, 남자(65세이상), 여자: 7-13점

¶ 남자(40-64세): 16점 이상, 남자(65세이상), 여자: 14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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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혈당장애에 따른 일반적, 건강관련, 생화학적 특성

가. 혈당장애에 따른 일반적 특성

대상자들의 혈당장애에 따른 일반적 특성은 아래의 표 5와 같다. 정상혈당

에서는 여자가 61.2%로 남자 38.8%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그 외의 공복혈

당장애 1단계, 공복혈당장애 2단계와 당뇨병에서는 남자가 각각 51.9%, 57.7%,

55.3%로 여자보다 높았고, 특히 공복혈당장애 2단계의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혈당장애 별 평균연령은 정상이 55.11세, 공복혈

당장애 1단계가 57.20세, 공복혈당장애 2단계가 57.98세, 당뇨병이 63.53세로

정상에서 당뇨병으로 갈수록 연령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통계적으로

는 정상과 공복혈당장애 1단계, 정상과 당뇨병, 공복혈당장애 1단계와 당뇨병,

공복혈당장애 2단계와 당뇨병 사이에 유의함을 보였다. 혈당장애 별 연령그룹

의 빈도수에 대한 결과에서도 정상혈당의 경우 40-49세가 37.5%로 가장 높았

지만 당뇨병의 경우 60-69세가 35.5%, 70세 이상이 30.0%로 고연령대의 비율

이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교육수준에서는 정상혈당의 경우 고

졸이 33.8%로 가장 높았지만 공복혈당장애 1단계, 공복혈당장애 2단계와 당뇨

병에서는 초졸이하가 각각 30.9%, 42.5%, 47.0%로 가장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수입은 정상혈당, 공복혈당장애 1단계, 공복혈당장애 2단계에서 중

상에 속하는 그룹이 각각 27.6%, 28.1%, 35.1%로 가장 높았으며, 당뇨병의 경

우 중하가 30.4%로 가장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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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구대상자의 혈당장애에 따른 일반적 특성

구분

혈당장애

p-value
정상

공복혈당장애
1단계

공복혈당장애
2단계

당뇨병

N(%)

전체빈도 1,487(100) 295(100) 97(100) 217(100) -

성
별

남자 577(38.8) 153(51.9) 56(57.7) 120(55.3)
<.0001

여자 910(61.2) 142(48.1) 41(42.3) 97(44.7)

연
령
(세)

전체
*
55.11±11.15

a
57.20±11.13

b
57.98±11.54

ab
63.53±9.84

c
<.0001

40-49 558(37.5) 88(29.8) 26(26.8) 19(8.7)

<.0001

50-59 429(28.9) 81(27.5) 29(29.9) 56(25.8)

60-69 303(20.4) 74(25.1) 25(25.8) 77(35.5)

70이상 197(13.3) 52(17.6) 17(17.5) 65(30.0)

교
육
수
준

초졸
이하

414(27.8) 91(30.9) 41(42.3) 102(47.0)

<.0001

중졸 221(14.9) 55(18.6) 11(11.3) 26(12.0)

고졸 503(33.8) 82(27.8) 22(22.7) 62(28.6)

대졸
이상

349(23.5) 67(22.7) 23(23.7) 27(12.4)

수
입

하 347(23.3) 73(24.8) 22(22.7) 53(24.4)

0.2825
중하 341(22.9) 66(22.4) 21(21.7) 66(30.4)

중상 411(27.6) 83(28.1) 34(35.1) 52(24.0)

상 388(26.1) 73(24.8) 20(20.6) 46(21.2)

* Mean±SD

abc 서로 다른 윗 첨자는 다중 비교(multiple comparison) 결과 유의한 차이(P<.05)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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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혈당장애에 따른 건강관련 특성

대상자들의 혈당장애에 따른 건강관련 특성은 아래의 표 6과 같다. 대상자

들의 평균 체중은 정상혈당은 59.98kg, 공복혈당장애 1단계는 62.65kg, 공복혈

당장애 2단계는 64.64kg, 당뇨병은 63.15kg로 나타났고 정상과 공복혈당장애 1

단계, 정상과 공복혈당장애 2단계, 정상과 당뇨병, 공복혈당장애 1단계와 당뇨

병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였다. 대상자들의 평균 체질량지수는 정

상혈당에서 23.24kg/㎡, 공복혈당장애 1단계에서 23.91kg/㎡, 공복혈당장애 2단

계에서 24.44kg/㎡, 당뇨병에서 24.22kg/㎡로 나타났고 정상과 공복혈당장애 1

단계, 정상과 공복혈당장애 2단계, 정상과 당뇨병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였다. 대상자들의 평균 허리둘레는 정상이 79.78cm, 공복혈당장애 1단계가

82.68cm, 공복혈당장애 2단계가 84.88cm, 당뇨병이 85.63cm로 나타났고 정상

과 공복혈당장애 1단계, 정상과 공복혈당장애 2단계, 정상과 당뇨병, 공복혈당

장애 1단계와 당뇨병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확인되었다. 평균 수축기혈

압은 정상혈당에서 121.27mmHg, 공복혈당장애 1단계에서 125.96mmHg, 공복

혈당장애 2단계에서 130.91mmHg, 당뇨병에서 127.77mmHg로 나타났고 공복

혈당장애 1단계와 당뇨병, 공복혈당장애 2단계와 당뇨병 사이를 제외하고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였다. 평균 이완기혈압은 정상혈당에서

77.32mmHg, 공복혈당장애 1단계에서 78.54mmHg, 공복혈당장애 2단계에서

81.36mmHg, 당뇨병에서 75.71mmHg로 나타났고 정상혈당과 공복혈당장애 2

단계, 공복혈당장애 1단계와 당뇨병, 공복혈당장애 2단계와 당뇨병 사이에 통

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였다. 각 건강관련 특성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을 확인한

결과에서는 체질량지수의 경우 정상혈당에서 정상체중이 46.0%로 가장 높았

지만, 공복혈당장애 1단계, 공복혈당장애 2단계와 당뇨병에서는 비만이 각각

37.0%, 44.3%, 40.6%로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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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허리둘레의 경우 복부비만이 정상혈당에서 18.3%, 공복혈당장애 1단계

에서 27.5%, 공복혈당장애 2단계에서 38.1%, 당뇨병에서 37.8%로 나타났고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혈압은 정상인 경우 정상혈당에서 41.2%로 다른 혈당장

애 그룹에 비해 높은 백분율을 보였고, 모든 구간에서 고혈압 전단계의 분율

이 가장 높았으며 고혈압은 공복혈당장애 2단계에서 15.5%로 가장 높은 백분

율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흡연의 경우 비흡연은 정상혈당에서

62.2%로 가장 높았고, 과거흡연이나 현재흡연은 당뇨병에서 각각 34.1%,

18.0%로 다른 그룹에 비해 높으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신체활동의 경우

모든 혈당장애 그룹에서 안한다의 백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특히 공복혈당장

애 1단계에서 92.2%로 가장 안하는 비율이 높았고, 신체활동을 하는 그룹은

공복혈당장애 2단계에서 12.4%로 가장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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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연구대상자의 혈당장애에 따른 건강관련 특성

구분
혈당장애

p-value
정상

공복혈당장애
1단계

공복혈당장애
2단계

당뇨병

Mean±SD

체중(kg) 59.98±8.99a 62.65±9.46b 64.64±10.86b 63.15±9.67b <.0001

체질량지수
(kg/㎡)

23.24±2.68a 23.91±2.59b 24.44±2.87b 24.22±2.82b <.0001

허리둘레(cm) 79.78±8.03
a

82.68±8.05
b

84.88±9.18
bc

85.63±8.02
c

<.0001

수축기혈압
(mmHg)

121.27±16.35
a

125.96±16.28
b

130.91±15.97
c

127.77±15.68
bc

<.0001

이완기혈압
(mmHg)

77.32±9.74
ac

78.54±8.88
ab

81.36±9.31
b

75.71±9.10
c

<.0001

N(%)

전체빈도 1,487(100) 295(100) 97(100) 217(100) -

체
질
량
지
수

저체중 35(2.4) 5(1.7) 3(3.1) 4(1.8)

<.0001
정상 684(46.0) 97(32.9) 21(21.7) 71(32.7)

과체중 353(23.7) 84(28.5) 30(30.9) 54(24.9)

비만 415(27.9) 109(37.0) 43(44.3) 88(40.6)

허
리
둘
레

정상 1,215(81.7) 214(72.5) 60(61.9) 135(62.2)
<.0001

복부비만 272(18.3) 81(27.5) 37(38.1) 82(37.8)

혈
압

* 정상 613(41.2) 97(32.9) 21(21.7) 59(27.2)

<.0001전단계 717(48.2) 159(53.9) 61(62.9) 135(62.2)

고혈압 157(10.6) 39(13.2) 15(15.5) 23(10.6)

흡
연

비흡연 925(62.2) 162(54.9) 51(52.6) 104(47.9)

<.0001과거흡연 316(21.3) 81(27.5) 32(33.0) 74(34.1)

현재흡연 246(16.5) 52(17.6) 14(14.4) 39(18.0)

신
체
활
동

†

한다 172(11.6) 23(7.8) 12(12.4) 20(9.2)

0.2149

안한다 1,315(88.4) 272(92.2) 85(87.6) 197(90.8)

* 정상: SBP<120mmHg 그리고 DBP<80mmHg, 전단계: 120≤SBP≤139 또는 80≤DBP≤89,

고혈압: SBP≥140 또는 DBP≥90 †한다: 중등도 신체활동을 1회 30분 이상, 주5일 이상 실천

한 경우, 안한다: 중등도 신체활동을 1회 30분 이상, 주5일 이상 실천하지 않은 경우
abc

서로

다른 윗 첨자는 다중 비교(multiple comparison) 결과 유의한 차이(P<.05)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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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혈당장애에 따른 생화학적 특성

대상자들의 혈당장애에 따른 생화학적 특성은 아래의 표 7과 같다. 평균 인

슐린 농도는 정상혈당에서 8.98μIU/mL, 공복혈당장애 1단계에서 10.09μIU/mL,

공복혈당장애 2단계에서 10.52μIU/mL, 당뇨병에서 9.78μIU/mL로 나타났고 정

상과 공복혈당장애 1단계, 정상과 공복혈당장애 2단계, 정상과 당뇨병 사이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평균 총콜레스테롤은 정상혈당에서

189.47mg/dL, 공복혈당장애 1단계에서 193.10mg/dL, 공복혈당장애 2단계에서

197.84mg/dL, 당뇨병에서 180.33mg/dL였고, 정상과 당뇨병, 공복혈당장애 1단

계와 당뇨병, 공복혈당장애 2단계와 당뇨병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평균 HDL콜레스테롤은 정상혈당에서 53.05mg/dL, 공복혈당장애 1

단계에서 52.36mg/dL, 공복혈당장애 2단계에서 50.15mg/dL, 당뇨병에서

47.82mg/dL으로 나타났고 정상과 당뇨병, 공복혈당장애 1단계와 당뇨병 사이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나타났다. 평균 중성지방은 정상혈당에서

109.71mg/dL, 공복혈당장애 1단계에서 124.87mg/dL, 공복혈당장애 2단계에서

145.86mg/dL, 당뇨병에서 134.51mg/dL으로 나타났고 정상과 공복혈당장애 1

단계, 정상과 공복혈당장애 2단계, 정상과 당뇨병, 공복혈당장애 1단계와 공복

혈당장애 2단계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평균 GOT의 경

우 정상혈당에서 20.03IU/L, 공복혈당장애 1단계에서 20.79IU/L, 공복혈당장애

2단계에서 21.21IU/L, 당뇨병에서 20.17IU/L으로 나타났고 정상과 공복혈당장

애 1단계, 정상과 공복혈당장애 2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평균 GPT의 경우 정상혈당에서 16.61IU/L, 공복혈당장애 1단계에서

18.15IU/L, 공복혈당장애 2단계에서 19.52IU/L, 당뇨병에서 19.10IU/L으로 나

타났고 정상과 공복혈당장애 1단계, 정상과 공복혈당장애 2단계, 정상과 당뇨

병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평균 γGTP의 경우 정상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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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1.20IU/L, 공복혈당장애 1단계에서 24.91IU/L, 공복혈당장애 2단계에서

27.57IU/L, 당뇨병에서 25.53IU/L으로 나타났고 정상과 공복혈당장애 1단계,

정상과 공복혈당장애 2단계, 정상과 당뇨병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평균 VitD의 경우 정상혈당에서 18.10ng/mL, 공복혈당장애 1단계

에서 18.97ng/mL, 공복혈당장애 2단계에서 18.20ng/mL, 당뇨병에서

18.50ng/mL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7. 연구대상자의 혈당장애에 따른 생화학적 특성

구분

혈당장애

p-value
정상

공복혈당장애
1단계

공복혈당장애
2단계

당뇨병

Mean±SD

전체빈도 1,487 295 97 217 -

인슐린
(μIU/mL)

8.98±2.61a 10.09±2.80b 10.52±2.91b 9.78±2.96b <.0001

총콜레스테롤
(mg/dL)

189.47±31.76
a

193.10±31.09
a

197.84±30.69
a

180.33±35.2
b

<.0001

HDL콜레스테롤
(mg/dL)

53.05±11.29a 52.36±12.67a 50.15±10.52ab 47.82±11.08b <.0001

중성지방
(mg/dL)

109.71±54.90
a

124.87±59.86
b

145.86±68.89
c 134.51±64.61

b

c <.0001

GOT(IU/L)
*

20.03±4.08
a

20.79±4.45
b

21.21±4.80
b

20.17±4.51
ab

0.0032

GPT(IU/L)† 16.61±5.49a 18.15±6.12b 19.52±6.64b 19.10±6.30b <.0001

γGTP(IU/L)‡ 21.20±10.11
a

24.91±10.86
b

27.57±11.62
b

25.53±10.84
b

<.0001

VitD(ng/mL) 18.10±6.06 18.97±6.14 18.20±5.92 18.50±6.34 0.1531

* GOT = 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 †GPT = Glutamic Pyruvic Transaminase

‡γGTP = Gamma Glutamyl Transpeptidase

abc
서로 다른 윗 첨자는 다중 비교(multiple comparison) 결과 유의한 차이(P<.05)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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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주행동 양상에 따른 일반적, 건강관련, 생화학적 특성

가. 음주행동 양상에 따른 일반적 특성

대상자들의 음주행동 양상에 따른 일반적 특성은 아래의 표 8과 같다. 정상

음주에서는 여자가 67.4%로 남자 32.6%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공복혈당장

애 1단계와 공복혈당장애 2단계에서는 남자가 각각 68.5%, 87.5%로 여자보다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평균 연령은 정상음주에서 56.83세, 위험

음주에서 54.93세, 유해음주에서 55.64세로 정상음주와 위험음주 사이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연령 그룹별 백분율은 40-49세의 경우 정상음주 31.4%,

위험음주 40.6%, 유해음주 31.8%로 위험음주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50-59세

의 경우 정상음주 28.8%, 위험음주 25.0%, 유해음주 31.8%로 유해음주의 비율

이 가장 높았다. 60-69세의 경우 정상음주 23.0%, 위험음주 21.6%, 유해음주

24.4%로 유해음주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70세 이상에서는 정상음주 16.9%,

위험음주 12.8%, 유해음주 11.9%로 정상음주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위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교육수준은 초졸이하에서 정상음주 32.8%, 위

험음주 25.0%, 유해음주 25.6%로 정상음주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중졸은 정

상음주 14.7%, 위험음주 16.2%, 유해음주 14.2%로 위험음주의 비율이 가장 높

았다. 고졸의 경우 정상음주 31.8%, 위험음주 31.3%, 유해음주 34.1%로 유해

음주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대졸이상의 경우 정상음주 20.6%, 위험음주

27.6%, 유해음주 26.1%로 위험음주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위 분석 결과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수입은 하에 속하는 경우 정상음주 23.3%, 위험음주

23.6%, 유해음주 26.1%로 유해음주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중하의 경우 정상

음주 24.5%, 위험음주 20.2%, 유해음주 22.2%로 정상음주의 비율이 가장 높았



- 32 -

다. 중상의 경우 정상음주 26.8%, 위험음주 29.8%, 유해음주 31.3%로 유해음

주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상의 경우 정상음주 25.4%, 위험음주 26.4%, 유해음

주 20.5%로 위험음주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위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는 않았다.

표 8. 연구대상자의 음주행동 양상에 따른 일반적 특성

구분
음주행동 양상

p-value
정상음주 위험음주 유해음주

N(%)

전체빈도 1,568(100) 352(100) 176(100) -

성
별

남자 511(32.6) 241(68.5) 154(87.5)
<.0001

여자 1057(67.4) 111(31.5) 22(12.5)

연
령
(세)

전체* 56.83±11.35a 54.93±11.40b 55.64±10.70ab 0.0112

40-49 492(31.4) 143(40.6) 56(31.8)

0.0194
50-59 451(28.8) 88(25.0) 56(31.8)

60-69 360(23.0) 76(21.6) 43(24.4)

70이상 265(16.9) 45(12.8) 21(11.9)

교
육
수
준

초졸이하 515(32.8) 88(25.0) 45(25.6)

0.0145
중졸 231(14.7) 57(16.2) 25(14.2)

고졸 499(31.8) 110(31.3) 60(34.1)

대졸이상 323(20.6) 97(27.6) 46(26.1)

수
입

하 366(23.3) 83(23.6) 46(26.1)

0.3579
중하 384(24.5) 71(20.2) 39(22.2)

중상 420(26.8) 105(29.8) 55(31.3)

상 398(25.4) 93(26.4) 36(20.5)

*
Mean±SD

abc
서로 다른 윗 첨자는 다중 비교(multiple comparison) 결과 유의한 차이(P<.05)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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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음주행동 양상에 따른 건강관련 특성

대상자들의 음주행동 양상에 따른 건강관련 특성은 아래의 표 9와 같다. 대

상자들의 평균 체중은 정상음주는 59.55kg, 위험음주는 64.81kg, 유해음주는

65.05kg으로 나타났고 정상음주와 위험음주, 정상음주와 유해음주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대상자들의 평균 체질량지수는 정상음주에서 23.40kg/

㎡, 위험음주에서 23.92kg/㎡, 유해음주에서 23.49kg/㎡으로 정상음주와 위험음

주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들의 평균 허리둘레는 정

상음주가 80.28cm, 위험음주가 83.33cm, 유해음주가 83.20cm으로 정상음주와

위험음주, 정상음주와 유해음주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평

균 수축기혈압은 정상음주에서 122.72mmHg, 위험음주에서 123.85mmHg, 유

해음주에서 124.34mmHg이었고 각 그룹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평균 이완기혈압은 정상음주에서 76.73mmHg, 위험음주에서 79.59mmHg,

유해음주에서 80.31mmHg으로 정상음주와 위험음주, 정상음주와 유해음주 사

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건강관련 특성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

을 확인한 결과에서는 체질량지수의 경우 저체중은 정상음주 2.8%, 위험음주

0.6%, 유해음주 0.6%로 정상음주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정상체중은 정상음주

에서 43.1%, 위험음주에서 34.9%, 유해음주에서 42.6%로 정상음주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과체중은 정상음주에서 23.5%, 위험음주에서 30.1%, 유해음주에

서 26.1%로 위험음주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비만은 정상음주 30.6%, 위험음

주 34.4%, 유해음주 30.7%로 위험음주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났다. 허리둘레의 경우 정상은 정상음주에서 77.9%, 위험음주에서

73.6%, 유해음주에서 81.3%로 유해음주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복부비만은 정

상음주가 22.1%, 위험음주가 26.4%, 유해음주가 18.8%로 위험음주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혈압은 정상인 경우에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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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39.0%, 위험음주 36.4%, 유해음주 29.0%로 정상음주의 비율이 가장 높았

다. 고혈압 전단계의 경우 정상음주 50.3%, 위험음주 51.4%, 유해음주 58.0%

로 유해음주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고혈압은 정상음주 10.7%, 위험음주

12.2%, 유해음주 13.1%로 유해음주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는 않았다. 흡연의 경우 비흡연은 정상음주에서 69.0%, 위험음주에서

34.4%, 유해음주에서 22.2%로 정상음주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과거흡

연과 현재흡연에서는 유해음주가 각각 39.2%, 38.6%로 가장 높았고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신체활등은 모든 음주행동 양상 그룹에서 안한다의 백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정상음주에서 89.4%로 가장 높았고, 한다의 백분율은

유해음주 그룹에서 11.9%로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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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연구대상자의 음주행동 양상에 따른 건강관련 특성

구분
음주행동 양상

p-value
정상음주 위험음주 유해음주

Mean±SD

체중(kg) 59.55±8.91a 64.81±9.68b 65.05±8.96b <.0001

체질량지수
(kg/㎡)

23.40±2.75a 23.92±2.62b 23.49±2.62ab 0.0051

허리둘레(cm) 80.28±8.33
a

83.33±8.25
b

83.20±7.47
b

<.0001

수축기혈압
(mmHg)

122.72±16.76 123.85±15.64 124.34±15.81 0.2837

이완기혈압
(mmHg)

76.73±9.37
a

79.59±9.91
b

80.31±9.89
b

<.0001

N(%)

전체빈도 1,568(100) 352(100) 176(100) -

체
질
량
지
수

저체중 44(2.8) 2(0.6) 1(0.6)

0.0029
정상 675(43.1) 123(34.9) 75(42.6)

과체중 369(23.5) 106(30.1) 46(26.1)

비만 480(30.6) 121(34.4) 54(30.7)

허
리
둘
레

정상 1,222(77.9) 259(73.6) 143(81.3)
0.0960

복부비만 346(22.1) 93(26.4) 33(18.8)

혈
압

* 정상 611(39.0) 128(36.4) 51(29.0)

0.1161전단계 789(50.3) 181(51.4) 102(58.0)

고혈압 168(10.7) 43(12.2) 23(13.1)

흡
연

비흡연 1,082(69.0) 121(34.4) 39(22.2)

<.0001과거흡연 312(19.9) 122(34.7) 69(39.2)

현재흡연 174(11.1) 109(31.0) 68(38.6)

신
체
활
동

†

한다 167(10.7) 39(11.1) 21(11.9)

0.8623

안한다 1,401(89.4) 313(88.9) 155(88.1)

* 정상: SBP<120mmHg 그리고 DBP<80mmHg, 전단계: 120≤SBP≤139 또는 80≤DBP≤89,

고혈압: SBP≥140 또는 DBP≥90

†한다: 중등도 신체활동을 1회 30분 이상, 주5일 이상 실천한 경우

안한다: 중등도 신체활동을 1회 30분 이상, 주5일 이상 실천하지 않은 경우

abc
서로 다른 윗 첨자는 다중 비교(multiple comparison) 결과 유의한 차이(P<.05)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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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주행동 양상에 따른 생화학적 특성

대상자들의 음주행동에 따른 생화학적 특성은 아래의 표 10과 같다. 평균

인슐린 농도는 정상음주 9.36μIU/mL, 위험음주 9.22μIU/mL, 유해음주 8.83μ

IU/mL로 정상음주에서 인슐린 농도가 가장 높았으며 정상음주와 유해음주 사

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평균 총콜레스테롤은 정상음주

189.95mg/dL, 위험음주 188.62mg/dL, 유해음주 186.27mg/dL로 정상음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평균 HDL콜레스테

롤은 정상음주 52.06mg/dL, 위험음주 53.28mg/dL, 유해음주 52.26mg/dL로 위

험음주에서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평균 중성지방

은 정상음주 112.23mg/dL, 위험음주 125.90mg/dL, 유해음주 130.80mg/dL로

유해음주에서 가장 높았고 정상음주와 위험음주, 정상음주와 유해음주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평균 GOT의 경우 정상음주 20.01IU/L, 위

험음주 20.74IU/L, 유해음주 20.86IU/L로 유해음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상음주와 위험음주, 정상음주와 유해음주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평균 GPT의 경우 정상음주 16.94IU/L, 위험음주 18.27IU/L, 유해음주

17.60IU/L로 위험음주에서 가장 높았고 정상음주와 위험음주 사이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평균 γGTP의 경우 정상음주 20.25IU/L, 위험음주

27.57IU/L, 유해음주 31.95IU/L로 유해음주에서 가장 높았고, 모든 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평균 VitD의 경우 정상음주 17.87ng/mL,

위험음주 19.23ng/mL, 유해음주 19.91ng/mL로 유해음주에서 가장 높았고, 정

상음주와 위험음주, 정상음주와 유해음주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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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연구대상자의 음주행동 양상에 따른 생화학적 특성

구분
음주행동 양상

p-value
정상음주 위험음주 유해음주

Mean±SD

인슐린(μIU/mL) 9.36±2.75
a

9.22±2.68
ab

8.83±2.66
b

0.0477

총콜레스테롤
(mg/dL)

189.95±32.73 188.62±30.69 186.27±30.08 0.3112

HDL콜레스테롤
(mg/dL)

52.06±11.45 53.28±12.25 52.26±10.89 0.2002

중성지방
(mg/dL)

112.23±56.74
a

125.90±60.48
b

130.80±63.62
b

<.0001

GOT(IU/L)
*

20.01±4.25
a

20.74±4.11
b

20.86±4.05
b

0.0013

GPT(IU/L)† 16.94±5.78a 18.27±5.87b 17.60±5.67ab 0.0004

γGTP(IU/L)‡ 20.25±9.08
a

27.57±11.54
b

31.95±11.89
c

<.0001

VitD(ng/mL) 17.87±6.12a 19.23±5.77b 19.91±6.02b <.0001

* GOT = 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 †GPT = Glutamic Pyruvic Transaminase

‡γGTP = Gamma Glutamyl Transpeptidase

abc
서로 다른 윗 첨자는 다중 비교(multiple comparison) 결과 유의한 차이(P<.05)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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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 절단 기준별 음주행동 양상에

따른 특성의 차이

가. 40-64세 남자의 음주행동 양상에 따른 특성의 차이

본 연구의 대상자 중 40-64세 남자의 음주행동 양상에 따른 연속형 변수의

특성의 차이는 아래의 표 11과 같다. 음주행동 양상 별 평균 연령은 정상음주

에서 52.21세로 가장 높았고 정상음주와 위험음주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평균 체중은 위험음주가 70.23kg로 가장 높았고 정상음주와

위험음주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체질량지수는 위험음주가

24.22kg/㎡로 가장 높았으며 정상음주와 위험음주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허리둘레는 위험음주가 84.88cm로 가장 높았으며 정상음주와

위험음주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수축기혈압은 위험음주가

122.86mmHg로 가장 높았고 정상음주와 위험음주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완기혈압은 위험음주가 82.36mmHg로 가장 높았고 정상음주

와 위험음주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인슐린은 위험음주가

9.35μIU/mL로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총콜레스테롤 역시

위험음주가 190.15mg/dL로 가장 높았으나 음주행동 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HDL콜레스테롤은 위험음주에서 51.20mg/dL로 가장 높았고

정상음주와 위험음주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중성지방은

유해음주에서 142.87mg/dL로 가장 높았으며 정상음주와 위험음주, 정상음주와

유해음주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GOT와 GPT는 모두 위

험음주에서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γGTP는 유해음주에

서 33.58IU/L로 가장 높았으며 정상음주와 위험음주, 정상음주와 유해음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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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VitD는 유해음주에서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대상자 중 40-64세 남자의 음주행동 양상에 따른 범주형 변수의

특성의 차이는 아래의 표 12와 같다. 음주행동 양상 별 연령그룹의 빈도수에

대한 결과 정상음주의 경우 50-64세가 59.4%로 더 많았고, 위험음주의 경우에

는 40-49세가 54.2%로 더 많았으며, 유해음주는 50-64세가 60.4%로 더 많았

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교육수준은 정상음주와 유해음주의 경우 고

졸이 각각 36.8%, 39.6%로 가장 많고, 위험음주의 경우 대졸이 43.5%로 가장

많았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수입은 정상음주의 경우 중하가

26.1%로 가장 많고, 위험음주와 유해음주는 중상이 각각 32.1%, 31.5%로 가장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체질량지수는 정상음주와 유해음주의

경우 정상이 각각 41.2%, 40.5%로 가장 많고, 위험음주의 경우 비만이 39.3%

로 가장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허리둘레는 모든 음주행동에서 정

상이 더 많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혈압은 모든 음주행동에서 고혈압 전

단계가 가장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흡연은 정상음주의 경우

과거흡연이 47.5%로 가장 많고, 위험음주와 유해음주의 경우 현재흡연이 각각

47.6%, 44.1%로 가장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신체활동은 모든 군에

서 안한다의 비율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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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40-64세 남자의 음주행동 양상에 따른 특성의 차이(연속형)

구분
음주행동 양상

*

p-value
정상음주 위험음주 유해음주

Mean±SD

연령(세) 52.21±7.52
a

49.64±7.39
b

50.82±7.22
ab

0.0012

체중(kg) 66.53±8.62a 70.23±8.62b 67.81±8.32ab <.0001

체질량지수
(kg/㎡)

23.31±2.67
a

24.22±2.48
b

23.63±2.32
ab

0.0010

허리둘레(cm) 81.98±7.28
a

84.88±7.31
b

83.82±7.13
ab

<.0001

수축기혈압
(mmHg)

119.48±13.76a 122.86±13.91b 122.42±15.10ab 0.0212

이완기혈압
(mmHg)

79.27±8.97
a

82.36±8.84
b

82.20±9.69 0.0003

인슐린(μIU/mL) 8.83±2.56 9.35±2.66 9.06±2.61 0.1029

총콜레스테롤
(mg/dL)

187.94±33.09 190.15±31.40 189.05±26.67 0.7591

HDL콜레스테롤
(mg/dL)

48.53±10.30
a

51.20±11.75
b

50.40±9.49
ab

0.0217

중성지방
(mg/dL)

122.88±58.98
a

139.35±61.79
b

142.87±63.37
b

0.0015

GOT(IU/L)
†

20.59±4.18 20.70±3.63 20.68±3.80 0.9527

GPT(IU/L)
‡

19.67±6.24 19.69±6.06 19.10±5.50 0.6645

γGTP(IU/L)¶ 25.11±9.84
a

31.25±10.56
b

33.58±11.67
b

<.0001

VitD(ng/mL) 19.24±6.13 19.37±5.45 19.82±5.66 0.6745

* 정상음주: 0-7점, 위험음주: 8-15점, 유해음주: 16점 이상

†GOT = 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 ‡GPT = Glutamic Pyruvic Transaminase

¶γGTP = Gamma Glutamyl Transpeptidase

abc
서로 다른 윗 첨자는 다중 비교(multiple comparison) 결과 유의한 차이(P<.05)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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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40-64세 남자의 음주행동 양상에 따른 특성의 차이(범주형)

구분
음주행동 양상

*

p-value
정상음주 위험음주 유해음주

N(%)

전체빈도 318(100) 168(100) 111(100) -

연령
(세)

40-49 129(40.6) 91(54.2) 44(39.6)
0.0091

50-64 189(59.4) 77(45.8) 67(60.4)

교육
수준

초졸이하 40(12.6) 10(6.0) 17(15.3)

0.1669
중졸 45(14.2) 24(14.3) 13(11.7)

고졸 117(36.8) 61(36.3) 44(39.6)

대졸이상 116(36.5) 73(43.5) 37(33.3)

수입

하 78(24.5) 35(20.8) 26(23.4)

0.1949
중하 83(26.1) 30(17.9) 28(25.2)

중상 81(25.5) 54(32.1) 35(31.5)

상 76(23.9) 49(29.2) 22(19.8)

체
질
량
지
수

저체중 11(3.5) 1(0.6) 0(0.0)

0.0187
정상 131(41.2) 50(29.8) 45(40.5)

과체중 73(23.0) 51(30.4) 29(26.1)

비만 103(32.4) 66(39.3) 37(33.3)

허
리
둘
레

정상 281(88.4) 128(76.2) 93(83.8)
0.0023

복부비만 37(11.6) 40(23.8) 18(16.2)

혈
압

† 정상 129(40.6) 54(32.1) 32(28.8)

0.0741전단계 169(53.1) 96(57.1) 67(60.4)

고혈압 20(6.3) 18(10.7) 12(10.8)

흡
연

비흡연 64(20.1) 23(13.7) 18(16.2)

0.0128과거흡연 151(47.5) 65(38.7) 44(39.6)

현재흡연 103(32.4) 80(47.6) 49(44.1)

신
체
활
동

‡

한다 31(9.8) 15(8.9) 8(7.2)

0.7226

안한다 287(90.3) 153(91.1) 103(92.8)

 

* 정상음주: 0-7점, 위험음주: 8-15점, 유해음주: 16점 이상 †정상: SBP<120mmHg 그리고

DBP<80mmHg, 전단계: 120≤SBP≤139 또는 80≤DBP≤89, 고혈압: SBP≥140 또는 DBP≥90

‡한다: 중등도 신체활동을 1회 30분 이상, 주5일 이상 실천한 경우, 안한다: 중등도 신체활동을

1회 30분 이상, 주5일 이상 실천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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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자와 65세 이상 남자의 음주행동 양상에 따른 특성의

차이

본 연구의 대상자 중 여자와 65세 이상 남자의 음주행동 양상에 따른 연속형

변수의 특성의 차이는 아래의 표 13과 같다. 음주행동 양상 별 평균 연령은

유해음주에서 63.88세로 가장 높았고 정상음주와 유해음주, 위험음주와 유해음

주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평균 체중은 유해음주가

60.33kg로 가장 높았고 정상음주와 위험음주, 정상음주와 유해음주 사이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체질량지수는 위험음주가 23.64kg/㎡로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허리둘레는 유해음주가 82.12cm로 가

장 높았으나 정상음주와 위험음주 사이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수축기혈압과 이완기혈압은 모두 유해음주에서 각각 127.62mmHg와

77.08mmHg로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인슐린은 정상음주

가 9.49μIU/mL로 가장 높았으며 정상음주와 유해음주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총콜레스테롤은 정상음주가 190.47mg/dL로 가장 높았으

나 음주행동 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HDL콜레스테롤은 유해

음주에서 55.43mg/dL로 가장 높았고 정상음주와 위험음주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중성지방은 위험음주에서 113.63mg/dL로 가장 높았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GOT는 유해음주에서 21.17IU/L로 가장 높았

으며 정상음주와 위험음주, 정상음주와 유해음주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GPT는 위험음주에서 16.97IU/L로 가장 높았으며 위험음주와

유해음주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γGTP는 유해음주에서

29.18IU/L로 가장 높았으며 모든 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VitD는 유해음주에서 20.06ng/mL로 가장 높았으며 정상음주와 위험음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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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음주와 유해음주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 중 여자와 65세 이상 남자의 음주행동 양상에 따른 범주

형 변수의 특성의 차이는 아래의 표 14와 같다. 음주행동 양상 별 연령그룹의

빈도수에 대한 결과 정상음주의 경우 50-64세가 36.5%로 가장 많았고, 위험음

주와 유해음주의 경우 65세 이상이 각각 48.9%, 69.2%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교육수준은 모든 음주행동 군에서 초졸 이하가 가장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수입은 정상음주와 위험음주의 경우

중상이 각각 27.1%, 27.7%로 가장 많았으며 유해음주의 경우 하와 중상의 백

분율이 30.8%로 동일하면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음주행동 양상에 따른 수입

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체질량지수는 모든 음주행동 군에서

정상이 가장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허리둘레는 모든 음주

행동에서 정상이 더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혈압은 모든 음

주행동에서 고혈압 전단계가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흡

연은 정상음주와 위험음주의 경우 비흡연이 각각 81.4%, 53.3%로 가장 많았

고, 유해음주의 경우 과거흡연이 38.5%로 가장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 신체활동은 모든 군에서 안한다의 비율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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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여자와 65세 이상 남자의 음주행동 양상에 따른 특성의 차이(연속형)

구분
음주행동 양상

*

p-value
정상음주 위험음주 유해음주

Mean±SD

연령(세) 58.00±11.85a 59.76±12.26a 63.88±10.68b 0.0002

체중(kg) 57.78±8.07
a

59.87±7.78
b

60.33±8.04
b

0.0004

체질량지수
(kg/㎡)

23.42±2.77 23.64±2.73 23.25±3.07 0.5117

허리둘레(cm) 79.84±8.52
a

81.91±8.81
b

82.12±7.96
ab

0.0017

수축기혈압
(mmHg)

123.54±17.36 124.75±17.06 127.62±16.55 0.1375

이완기혈압
(mmHg)

76.09±9.36 77.06±10.17 77.08±9.44 0.3323

인슐린(μIU/mL) 9.49±2.78
a

9.10±2.71
ab

8.44±2.74
b

0.0036

총콜레스테롤
(mg/dL)

190.47±32.63 187.21±30.03 181.54±34.87 0.0526

HDL콜레스테롤
(mg/dL)

52.95±11.56
a

55.17±12.42
b

55.43±12.37
ab

0.0190

중성지방
(mg/dL)

109.52±55.86 113.63±56.69 110.18±58.98 0.6502

GOT(IU/L)† 19.86±4.26a 20.79±4.51b 21.17±4.47b 0.0023

GPT(IU/L)
‡

16.25±5.45
ab

16.97±5.38
a

15.03±5.03
b

0.0401

γGTP(IU/L)¶ 19.02±8.45
a

24.22±11.40
b

29.18±11.85
c

<.0001

VitD(ng/mL) 17.52±6.07a 19.10±6.06b 20.06±6.63b <.0001

* 정상음주: 0-6점, 위험음주: 7-13점, 유해음주: 14점 이상

†GOT = 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 ‡GPT = Glutamic Pyruvic Transaminase

¶γGTP = Gamma Glutamyl Transpeptidase

abc 서로 다른 윗 첨자는 다중 비교(multiple comparison) 결과 유의한 차이(P<.05)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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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여자와 65세 이상 남자의 음주행동 양상에 따른 특성의 차이(범주형)

구분
음주행동 양상

*

p-value
정상음주 위험음주 유해음주

N(%)

전체빈도 1250(100) 184(100) 65(100)

연령
(세)

40-49 363(29.0) 52(28.3) 12(18.5)

<.000150-64 456(36.5) 42(22.8) 8(12.3)

65 이상 431(34.5) 90(48.9) 45(69.2)

교육
수준

초졸이하 475(38.0) 78(42.4) 28(43.1)

0.4946
중졸 186(14.9) 33(17.9) 12(18.5)

고졸 382(30.6) 49(26.6) 16(24.6)

대졸이상 207(16.6) 24(13.0) 9(13.9)

수입

하 288(23.0) 48(26.1) 20(30.8)

0.6173
중하 301(24.1) 41(22.3) 11(16.9)

중상 339(27.1) 51(27.7) 20(30.8)

상 322(25.8) 44(23.9) 14(21.5)

체
질
량
지
수

저체중 33(2.6) 1(0.5) 1(1.5)

0.3380
정상 544(43.5) 73(39.7) 30(46.2)

과체중 296(23.7) 55(29.9) 17(26.2)

비만 377(30.2) 55(29.9) 17(26.2)

허
리
둘
레

정상 941(75.3) 131(71.2) 50(76.9)
0.4546

복부비만 309(24.7) 53(28.8) 15(23.1)

혈
압

† 정상 482(38.6) 74(40.2) 19(29.2)

0.4283전단계 620(49.6) 85(46.2) 35(53.9)

고혈압 148(11.8) 25(13.6) 11(16.9)

흡
연

비흡연 1018(81.4) 98(53.3) 21(32.3)

<.0001과거흡연 161(12.9) 57(31.0) 25(38.5)

현재흡연 71(5.7) 29(15.8) 19(23.2)

신
체
활
동

‡

한다 136(10.9) 24(13.0) 13(20.0)

0.0640

안한다 1114(89.1) 160(87.0) 52(80.0)

* 정상음주: 0-6점, 위험음주: 7-14점, 유해음주: 14점 이상 †정상: SBP<120mmHg 그리고

DBP<80mmHg, 전단계: 120≤SBP≤139 또는 80≤DBP≤89, 고혈압: SBP≥140 또는 DBP≥90

‡한다: 중등도 신체활동을 1회 30분 이상, 주5일 이상 실천한 경우, 안한다: 중등도 신체활동을

1회 30분 이상, 주5일 이상 실천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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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 점수와 혈당장애의 관련성

대상자들의 혈당장애 수준에 따른 평균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 점수와

통계적 유의성은 아래의 표 15와 같다. 평균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AUDIT) 총 점수는 정상혈당에서

4.54점, 공복혈당장애 1단계에서 5.99점, 공복혈당장애 2단계에서 6.15점, 당뇨

병에서 5.16점으로 나타났으며 정상혈당과 공복혈당장애 1단계, 정상혈당과 공

복혈당장애 2단계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보였다.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의 10가지 세부 항목에 대한 각각의 평균 점수

를 혈당장애 수준에 따라 비교해 보았다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는 정상혈당 1.51점, 공복혈당장애 1단계 1.69점, 공복혈

당장애 2단계 1.84점, 당뇨병 1.54점으로 나타났고 정상혈당과 공복혈당장애 2

단계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번에 술을 얼마나 마십

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는 정상혈당 0.74점, 공복혈당장애 1.0점, 공

복혈당장애 2단계 1.0점, 당뇨병 0.77점으로 정상혈당과 공복혈당장애 1단계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번의 술자리에서 남성 7잔(또

는 맥주5캔 정도) 여성 5잔(또는 맥주3캔 정도)이상을 마시는 횟수는 어느 정

도입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는 정상혈당 0.85점, 공복혈당장애 1단

계 1.10점, 공복혈당장애 2단계 1.18점, 당뇨병 0.95점으로 정상혈당과 공복혈

당장애 1단계, 정상혈당과 공복혈당장애 2단계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보였

다. 위험한 음주를 평가하는 1~3번 문항에 대한 총합이 혈당장애 수준 별 차

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정상혈당 3.10점, 공복혈당장애 1단계 3.79

점, 공복혈당장애 2단계 4.02점, 당뇨병 3.26점으로 정상혈당과 공복혈당장애 1

단계, 정상혈당과 공복혈당장애 2단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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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동안, 일단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자제가 안 된 적이 있습니까?”

라는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는 정상혈당 0.22점, 공복혈당장애 1단계 0.29점,

공복혈당장애 2단계 0.29점, 당뇨병 0.28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 “최근 1년 동안, 음주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는 정상혈당 0.12점, 공복혈당장애 1단계 0.19점,

공복혈당장애 2단계 0.20점, 당뇨병 0.12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 “최근 1년 동안, 과음 후 다음날 아침 정신을 차리기 위해 해장술을 마

신 적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는 정상혈당 0.07점, 공복혈당

장애 1단계 0.11점, 공복혈당장애 2단계 0.15점, 당뇨병 0.10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알코올 의존 증상을 평가하는 4~6번 문항에 대한 총합

이 혈당장애 수준 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정상혈당 0.41점, 공

복혈당장애 1단계 0.59점, 공복혈당장애 2단계 0.64점, 당뇨병 0.50점으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최근 1년 동안, 술을 마신 후 다음날 술을 마신 것에 대해 후회한 적이 있

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는 공복혈당 0.32점, 공복혈당장애 1단계

0.47점, 공복혈당장애 2단계 0.43점, 당뇨병 0.36점으로 정상혈당과 공복혈당장

애 1단계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보였다. “최근 1년 동안, 술이

깬 후에 술 취했을 때의 일을 기억할 수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는 정상혈당 0.18점, 공복혈당장애 1단계 0.22점, 공복혈당장애

2단계 0.26점, 당뇨병 0.22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본인의

음주로 인해 자신이 다치거나,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적이 있습니

까?”라는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는 정상혈당 0.07점, 공복혈당장애 1단계 0.12

점, 공복혈당장애 2단계 0.08점, 당뇨병 0.08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본인이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하여 가족이나 의사가 걱정을 하거나, 술

을 끊거나 줄이라는 권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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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혈당 0.46점, 공복혈당장애 1단계 0.81점, 공복혈당장애 2단계 0.72점, 당뇨

병 0.74점으로 정상혈당과 공복혈당장애 1단계, 정상혈당과 당뇨병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보였다. 해로운 음주를 평가하는 7~10번 문항에 대

한 총합이 혈당장애 수준 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정상혈당

1.03점, 공복혈당장애 1단계 1.61점, 공복혈당장애 2단계 1.49점, 당뇨병 1.40점

으로 정상혈당과 공복혈당장애 1단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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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 점수와 혈당장애의 관련성

혈당장애

p-value
구분 정상

공복
혈당
장애

1단계

공복
혈당
장애

2단계

당뇨병

Mean±SD

전체빈도 1,487 295 97 217 -

AUDIT 총 점수
4.54
±5.44a

5.99
±6.40b

6.15
±6.44b

5.16
±6.12ab

<.0001

세부항목

위
험
한
음
주

1.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1.51
±1.14

a
1.69
±1.22

ab
1.84
±1.39

b
1.54
±1.30

ab 0.0091

2. 한번에 술을 얼마나 마십니까?
0.74
±1.08

a
1.00
±1.26

b
1.00
±1.23

ab
0.77
±1.18

ab 0.0008

3. 한번의 술자리에서 남성 7잔(또는 맥주5
캔 정도) 여성 5잔(또는 맥주3캔 정도)이상
을 마시는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0.85
±1.14a

1.10
±1.29b

1.18
±1.35b

0.95
±1.30ab

0.0007

합 계
3.10
±2.94

a
3.79
±3.34

b
4.02
±3.48

b
3.26
±3.35

ab 0.0003

알
코
올
의
존
증
상

4. 최근 1년 동안, 일단 술을 마시기 시작
하면 자제가 안 된 적이 있습니까?

0.22
±0.66

0.29
±0.78

0.29
±0.76

0.28
±0.72

0.2932

5. 최근 1년 동안, 음주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0.12
±0.43

0.19
±0.57

0.20
±0.57

0.12
±0.44

0.0501

6. 최근 1년 동안, 과음 후 다음날 아침 정
신을 차리기 위해 해장술을 마신 적이 있
습니까?

0.07
±0.38

0.11
±0.48

0.15
±0.55

0.10
±0.49

0.1445

합 계
0.41
±1.14

0.59
±1.40

0.64
±1.58

0.50
±1.32

0.0525

해
로
운
음
주

7. 최근 1년 동안, 술을 마신 후 다음날 술
을 마신 것에 대해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0.32
±0.71

a
0.47
±0.92

b
0.43
±0.84

ab
0.36
±0.85

ab 0.0109

8. 최근 1년 동안, 술이 깬 후에 술 취했을
때의 일을 기억할 수 없었던 적이 있습니
까?

0.18
±0.55

0.22
±0.54

0.26
±0.62

0.22
±0.60

0.4597

9. 본인의 음주로 인해 자신이 다치거나,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적이 있
습니까?

0.07
±0.41

0.12
±0.50

0.08
±0.40

0.08
±0.40

0.4677

10. 본인이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하여 가족
이나 의사가 걱정을 하거나, 술을 끊거나
줄이라는 권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0.46
±1.17a

0.81
±1.47b

0.72
±1.39ab

0.74
±1.35b

<.0001

합 계
1.03
±2.17

a
1.61
±2.46

b
1.49
±2.46

ab
1.40
±2.39

ab 0.0001

abc 서로 다른 윗 첨자는 다중 비교(multiple comparison) 결과 유의한 차이(P<.05)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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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 총점과 관련 변수의 상관분석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 총점과 관련 변수의 상관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16과 같다. 연령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체질

량지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허리둘레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수축기혈압은 양의 상관관

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이완기혈압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혈당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고 인슐린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총

콜레스테롤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HDL콜레스테롤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

였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중성지방과 GOT, GPT, γ

GTP, VitD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16.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 총점과 관련 변수의 상관분석

변수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 총점

Coefficient P-value

연령(세) -0.09153 <.0001

체질량지수(kg/㎡) 0.03235 0.1388

허리둘레(cm) 0.13743 <.0001

수축기혈압(mmHg) 0.01179 0.5894

이완기혈압(mmHg) 0.14617 <.0001

혈당(mg/dL) 0.05276 0.0157

인슐린(μIU/mL) -0.06079 0.0054

총콜레스테롤(mg/dL) -0.03167 0.1472

HDL콜레스테롤(mg/dL) 0.02488 0.2549

중성지방(mg/dL) 0.11375 <.0001

GOT(IU/L)
*

0.06260 0.0041

GPT(IU/L)
†

0.06533 0.0028

γGTP(IU/L)‡ 0.39719 <.0001

VitD(ng/mL) 0.12498 <.0001

* GOT = 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 †GPT = Glutamic Pyruvic Transaminase

‡γGTP = Gamma Glutamyl Transpeptid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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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음주행동과 공복혈당장애 1단계의 오즈비

남녀 전체를 대상으로 음주행동과 공복혈당장애 1단계의 오즈비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표 17과 같다. 음주행동을 분류하기 위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

별 검사 점수의 절단점은 8점으로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보정변수를 보정

하지 않은 모형1에서는 정상음주 대비 위험음주에서 공복혈당장애 1단계와의

관련성이 1.33배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정상음주 대비

유해음주에서는 공복혈당장애 1단계와의 관련성이 2.17배 높았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연령, 성별을 보정한 모형2에서는 정상음주 대비 위험음주에서

공복혈당장애 1단계와의 관련성이 1.19배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반면 정상음주 대비 유해음주에서는 공복혈당장애 1단계와의 관련성이

1.84배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연령, 성별, 신체활동, 체질량지수, 교

육수준, 흡연을 보정한 모형3에서는 정상음주 대비 위험음주에서 공복혈당장

애 1단계와의 관련성이 1.17배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정

상음주 대비 유해음주에서는 공복혈당장애 1단계와의 관련성이 1.94배 높았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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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음주행동과 공복혈당장애 1단계의 오즈비

구분
모형 1

*
모형 2

†
모형 3

‡

OR 95%CI p-value OR 95%CI p-value OR 95%CI p-value

음
주
행
동

정상음주 1 - - 1 - - 1 - -

위험음주 1.33 0.95-1.87 0.1 1.19 0.83-1.71 0.3479 1.17 0.81-1.69 0.4139

유해음주 2.17 1.44-3.27 0.0002 1.84 1.18-2.87 0.0068 1.94 1.24-3.05 0.004

성
별

남자 1 - - 1 - -

여자 0.7 0.53-0.93 0.0132 0.54 0.35-0.81 0.0033

연
령

40-49세 1 - - 1 - -

50-59세 1.23 0.89-1.71 0.2180 1.11 0.78-1.58 0.576

60-60세 1.52 1.07-2.14 0.0180 1.35 0.91-2.03 0.1408

70세이상 1.66 1.13-2.45 0.0103 1.54 0.97-2.44 0.0675

신
체
활
동

한다 1 - -

안한다 0.59 0.37-0.94 0.0268

체
질
량
지
수

저체중 1 - -

정상 0.93 0.35-2.45 0.8784

과체중 1.6 0.60-4.28 0.3451

비만 1.74 0.66-4.61 0.2651

교
육
수
준

초졸이하 1 - -

중졸 1.18 0.80-1.76 0.4039

고졸 0.84 0.58-1.23 0.3693

대졸이상 0.92 0.59-1.41 0.6918

흡
연

비흡연 1 - -

과거흡연 0.76 0.49-1.17 0.2123

현재흡연 0.68 0.43-1.09 0.1093

* 보정 안함

†성별, 연령 보정

‡성별, 연령, 신체활동, 체질량지수, 교육수준, 흡연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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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음주행동과 공복혈당장애 2단계의 오즈비

남녀 전체를 대상으로 음주행동과 공복혈당장애 2단계의 오즈비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표 18와 같다. 음주행동을 분류하기 위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

별 검사 점수의 절단점은 8점으로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보정변수를 보정

하지 않은 모형1에서는 정상음주 대비 위험음주에서 공복혈당장애 2단계와의

관련성이 1.7배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 정상음주 대비 유해음

주에서는 공복혈당장애 2단계와의 관련성이 1.68배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연령, 성별을 보정한 모형2에서는 정상음주 대비 위험음주에서

공복혈당장애 2단계와의 관련성이 1.36배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또한 정상음주 대비 유해음주에서도 공복혈당장애 2단계와의 관련성이

1.22배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 성별, 신체활동, 체질량지

수, 교육수준, 흡연을 보정한 모형3에서는 정상음주 대비 위험음주에서 공복혈

당장애 2단계와의 관련성이 1.3배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정상음주 대비 유해음주에서도 공복혈당장애 2단계와의 관련성이 1.29배 높았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54 -

표 18. 음주행동과 공복혈당장애 2단계의 오즈비

구분
모형 1

*
모형 2

†
모형 3

‡

OR 95%CI p-value OR 95%CI p-value OR 95%CI p-value

음
주
행
동

정상음주 1 - - 1 - - 1 - -

위험음주 1.7 1.02-2.83 0.0422 1.36 0.79-2.35 0.2720 1.3 0.74-2.28 0.3556

유해음주 1.68 0.81-3.48 0.1616 1.22 0.56-2.63 0.6169 1.29 0.59-2.83 0.5288

성
별

남자 1 - - 1 - -

여자 0.53 0.33-0.84 0.0068 0.31 0.16-0.59 0.0004

연
령

40-49세 1 - - 1 - -

50-59세 1.50 0.87-2.59 0.1469 1.21 0.66-2.19 0.5411

60-60세 1.65 0.93-2.92 0.0884 1.09 0.55-2.16 0.8146

70세이상 1.74 0.91-3.31 0.0917 1.09 0.50-2.38 0.8334

신
체
활
동

한다 1 - -

안한다 0.99 0.52-1.88 0.9645

체
질
량
지
수

저체중 1 - -

정상 0.31 0.09-1.13 0.0764

과체중 0.85 0.24-3.02 0.8002

비만 0.99 0.28-3.47 0.9862

교
육
수
준

초졸이하 1 - -

중졸 0.45 0.22-0.93 0.0299

고졸 0.44 0.23-0.81 0.0089

대졸이상 0.55 0.28-1.10 0.091

흡
연

비흡연 1 - -

과거흡연 0.74 0.38-1.43 0.3727

현재흡연 0.46 0.21-0.99 0.0482

* 보정 안함

†성별, 연령 보정

‡성별, 연령, 신체활동, 체질량지수, 교육수준, 흡연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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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음주행동과 당뇨병의 오즈비

남녀 전체를 대상으로 음주행동과 당뇨병의 오즈비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표 19과 같다. 음주행동을 분류하기 위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 점수의

절단점은 8점으로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보정변수를 보정하지 않은 모형1

에서는 정상음주 대비 위험음주에서 당뇨병과의 관련성이 1.14배 높았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정상음주 대비 유해음주에서도 당뇨병과의

관련성이 1.62배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 성별을 보정한

모형2에서는 정상음주 대비 위험음주에서 당뇨병과의 관련성이 1.08배 높았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정상음주 대비 유해음주에서도 당뇨병

과의 관련성이 1.47배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 성별, 신체

활동, 체질량지수, 교육수준, 흡연을 보정한 모형3에서는 정상음주 대비 위험

음주에서 당뇨병과의 관련성이 1.03배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정상음주 대비 유해음주에서도 당뇨병과의 관련성이 1.45배 높았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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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음주행동과 당뇨병의 오즈비

구분
모형 1

*
모형 2

†
모형 3

‡

OR 95%CI p-value OR 95%CI p-value OR 95%CI p-value

음
주
행
동

정상음주 1 - - 1 - - 1 - -

위험음주 1.14 0.77-1.69 0.5251 1.08 0.70-1.67 0.7289 1.03 0.66-1.60 0.8961

유해음주 1.62 0.98-2.68 0.0584 1.47 0.85-2.56 0.1682 1.45 0.83-2.53 0.1957

성
별

남자 1 - - 1 - -

여자 0.65 0.47-0.90 0.0096 0.61 0.37-1.02 0.0614

연
령

40-49세 1 - - 1 - -

50-59세 3.84 2.24-6.56 <.0001 3.51 2.01-6.13 <.0001

60-60세 7.13 4.22-12.05 <.0001 5.99 3.37-10.66 <.0001

70세이상 9.27 5.39-15.96 <.0001 7.87 4.26-14.54 <.0001

신
체
활
동

한다 1 - -

안한다 0.67 0.40-1.12 0.1236

체
질
량
지
수

저체중 1 - -

정상 0.99 0.33-3.00 0.9886

과체중 1.51 0.49-4.62 0.4691

비만 2.08 0.69-6.29 0.1947

교
육
수
준

초졸이하 1 - -

중졸 0.59 0.36-0.96 0.0323

고졸 0.89 0.59-1.32 0.549

대졸이상 0.63 0.67-1.08 0.0899

흡
연

비흡연 1 - -

과거흡연 1.15 0.69-1.93 0.5868

현재흡연 1.11 0.63-1.95 0.7128

* 보정 안함

†성별, 연령 보정

‡성별, 연령, 신체활동, 체질량지수, 교육수준, 흡연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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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UDIT 절단 기준별 대상자의 음주행동과 혈당장애

가. 40-64세 남자의 음주행동에 따른 혈당장애의 오즈비

40-64세 남자의 음주행동 양상에 따른 혈당장애의 오즈비를 정리한 결과는

아래의 표 20과 같다. 공복혈당장애 1단계의 경우 정상음주 대비 위험음주에

서 보정변수를 보정하지 않은 모형 1의 경우 1.85배, 연령을 보정한 모형 2의

경우 2.05배, 연령, 신체활동, 체질량지수, 교육수준, 흡연을 보정한 모형 3의

경우 2.10배로 관련성이 유의하였다. 또한 정상음주 대비 유해음주에서 모형 2

는 1.84배, 모형 3은 1.84배로 공복혈당장애 1단계와의 관련성이 유의하게 나

타났다. 당뇨병의 경우 정상음주 대비 유해음주에서 모형 2가 2.10배로 관련성

이 유의하였다. 그 밖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살펴볼 수 없었다.

표 20. 40-64세 남자의 음주행동 양상에 따른 혈당장애의 오즈비

구분
모형 1

*
모형 2

†
모형 3

‡

OR 95%CI OR 95%CI OR 95%CI

공복
혈당
장애

1단계

정상음주 1 - 1 - 1 -

위험음주 1.85 1.13-3.02 2.05 1.24-3.39 2.10 1.24-3.54

유해음주 1.71 0.97-3.03 1.84 1.03-3.28 1.84 1.01-3.34

공복
혈당
장애

2단계

정상음주 1 - 1 - 1 -

위험음주 1.55 0.71-3.36 1.67 0.76-3.67 1.53 0.67-3.50

유해음주 1.18 0.45-3.12 1.26 0.47-3.33 1.28 0.46-3.55

당뇨병

정상음주 1 - 1 - 1 -

위험음주 1.10 0.55-2.17 1.48 0.72-3.05 1.43 0.66-3.05

유해음주 1.68 0.84-3.36 2.10 1.00-4.39 2.04 0.95-4.35

* 보정 안함 †연령 보정 ‡연령, 신체활동, 체질량지수, 교육수준, 흡연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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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자와 65세 이상 남자의 음주행동에 따른 혈당장애의

오즈비

여자와 65세 이상 남자의 음주행동 양상에 따른 혈당장애의 오즈비를 정리

한 결과는 아래의 표 21과 같다. 공복혈당장애 1단계의 경우 정상음주 대비

유해음주에서 모형 1의 경우 2.44배, 모형 2의 경우 2.08배, 모형 3의 경우

2.18배로 관련성이 유의하였다. 그 밖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살펴볼

수 없었다.

표 21. 여자와 65세 이상 남자의 음주행동 양상에 따른 혈당장애의 오즈비

구분
모형 1

*
모형 2

†
모형 3

‡

OR 95%CI OR 95%CI OR 95%CI

공복
혈당
장애

1단계

정상음주 1 - 1 - 1 -

위험음주 0.78 0.46-1.31 0.72 0.42-1.23 0.70 0.40-1.21

유해음주 2.44 1.31-4.57 2.08 1.07-4.02 2.18 1.10-4.32

공복
혈당
장애

2단계

정상음주 1 - 1 - 1 -

위험음주 1.51 0.72-3.15 1.15 0.53-2.52 1.09 0.48-2.45

유해음주 2.19 0.64-7.47 1.42 0.40-5.11 1.56 0.42-5.84

당뇨병

정상음주 1 - 1 - 1 -

위험음주 1.25 0.75-2.08 0.96 0.55-1.67 0.90 0.51-1.59

유해음주 1.91 0.81-4.47 1.21 0.49-3.00 1.17 0.47-2.95

* 보정 안함

†성별, 연령 보정

‡성별, 연령, 신체활동, 체질량지수, 교육수준, 흡연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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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찰 및 결론

이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5기 1차년도(2010) 자료를 이용하여 혈당장

애 및 음주행동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 생화학적 특성을

확인하고 음주행동과 혈당장애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유해음주군에서 공복혈당장애 1단계(100-109mg/dL)와의 관

련성이 1.94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나라 중년 남성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유해음주군의 경우 공복혈당이 110mg/dL 이상에 속할 관

련성이 정상음주에 비해 2.48배 높다고 보고되었으며(Kim et al., 2011), 우리

나라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 점수가 7점

이하인 군에 비해 20점 이상인 군에서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1.32배 높음이

보고되었다(박진경 등, 2012). 또한 50세 이상 남성에서 알코올 섭취가 하루

평균 2잔 이하인 그룹에 비해 2잔을 초과하는 경우 공복혈당이 100mg/dL이상

일 관련성이 1.45배 높다고 보고되어(Shin et al., 2013) 알코올 섭취를 포함한

음주행동이 공복혈당장애 및 대사증후군과 관련성이 있다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감마-글루타밀트랜스퍼라제

(gamma-glutamyltransferase, γGTP) 상승의 주 요인이 된다고 밝혀진 바 있

으며(배미진 등, 2011), 상승된 혈청 γGTP가 혈당장애와 연관성이 있다고 알

려져 있어(Perry, Wannamethee and Shaper, 1998) 과도한 알코올 섭취가

γGTP를 매개로 하여 혈당 상승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음주는 췌

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을 유의하게 감소시키고(Fueki et al., 1993; Yamada et

al., 2004) 알코올이 비정상적인 혈당조절을 유발하는 기전은 췌장 속 글루코

키나아제(Glucokinase)가 과도한 알코올 섭취시 생성되는 독성 산화물질들에

의해 구조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쉽게 분해되면서 정상적인 당 분해가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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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 에너지 생성 및 인슐린 합성이 췌장에서 제대로 일어나지 못해 발생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et al., 2010).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 절단 기준에 따라 40-64세 남자와, 여자 및 65

세 이상 남자로 구분하여 절단점을 다르게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40-64

세 남자의 경우 위험음주나 유해음주를 하는 경우 공복혈당장애 1단계와 관련

성이 각각 2.10배, 1.84배 유의한 것으로 관찰되었고, 여자와 65세 이상 남자에

서는 유해음주를 하는 경우 공복혈당장애 1단계와의 관련성이 2.18배 유의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처럼 음주행동이 공복혈당장애 1단계와 관련성이 높게

나온 것은 혈당장애 초기 단계에서는 음주에 대해 제한하지 않으나 혈당장애

단계가 올라감에 따라 적극적으로 음주행동 개선을 비롯한 생활습관 수정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으로 추정된다. 연령에 상관없이 공복혈당장애 그 자체가

당뇨병의 원인이 되므로(Kabeya et al., 2012), 정상혈당에서부터 올바른 생활

습관 유지를 통해 공복혈당장애에 진입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공복혈당장애 초기부터 건강관리를 통해 당뇨병으로 이환되지 않도록 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40-64세 남자는 위험음주에서도 공복혈당장애 1단계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왕성한 사회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잦은 회식 등에서 술과

함께 섭취하는 고열량, 고지방 안주로 인해 더 낮은 음주행동 단계임에도 불

구하고 혈당조절이 어려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유해음주와 공복혈당

장애의 관련성은 여자와 65세 이상 남자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마도 여성의 신체가 남성에 비해 알코올에 더욱 취약하여 심장질환 및 간질

환과 같은 질환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것(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2008)과 유사한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이러한 점을 고려

하여 저위험 음주(low risk drinking) 기준을 남자는 하루 40g, 여자는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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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g으로 성별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WHO, 2000). 또한 여성은 단순히 알코올

의 섭취량이나 빈도보다 알코올 의존이나 정신적, 사회학적 음주행동의 문제

가 발생되기 더욱 쉽다고 추정된다. 여성은 음주행동이 주변 인간관계에 따라

쉽게 좌우되며(장승옥, 2006),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낮은 자아 존중감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 유해음주 행동으로 접어들기 쉽다고 알려져 있다(허만

세, 2012; Dehart et al., 2008; 권구영, 2005). 따라서 중년 남성들의 음주행동

뿐만 아니라 중년 여성들의 음주행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및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노년층은 신진대사 기능이 저

하되어 동일한 양의 음주를 하더라도 오랫동안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를 가지

게 되며 상대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이 많아 섭취한 알코올이 약물과 상호작용

하면서 약효를 감소시키거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형수, 2004). 따라서 음주행동과 공복혈당장애 1단계와 관련성이 높

은 점을 고려할 때 노년층에서 나타나는 문제 음주행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노인에게 적합한 선별 검사를 새롭게 개발하고,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의 세부 항목 점수와 혈당장애의 관련성을 분석

한 결과에서는 음주의 빈도와 양을 묻는 위험한 음주뿐만 아니라 음주관련 문

제에 대해 묻는 해로운 음주의 네 문항 중 두 문항에서도 유의적인 차이가 나

타났다. 과거에는 단순히 음주의 빈도와 양만을 가지고 질병과의 관련성을 살

펴보았다면(Carlsson et al., 2000; Davies et al., 2002; Jang et al., 2012), 최근

에는 알코올 의존 증상이나 해로운 음주와 같은 다각적인 음주행동을 함께 고

려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박진경 등, 2012; Kim et al., 2011). 이와 같이 음

주와 질병의 관련성을 연구할 때에는 단순히 알코올의 섭취량과 빈도의 문제

뿐만 아니라, 음주와 관련된 사회, 심리적인 행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추정된다. 또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 세부 항목 점수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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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인 항목들 중 대부분 당뇨병보다 공복혈당장애 1단계나 공복혈당장애 2단

계에서 점수가 더 높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뇨병으로 진입한 후에는

생활습관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나 공복혈당장애 수준에서는 질환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해로운 음주 행동을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생활

습관 조절만으로도 당뇨병 환자나 공복혈당장애 환자에서 대사지표의 개선효

과가 나타남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Pan et al., 1997;

Tuomilehto et al., 2001; 김소헌 등, 2004). 따라서 정상혈당과 공복혈당장애에

서부터 올바른 생활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 교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5기 1차년도(2010)자료를 이용한 단면조사

연구로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는데 연구의 제한점

이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음주행동이 혈당장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지 파

악하기 위한 전향적 연구가 추후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

용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 설문은 지난 1달 간 음주에 대한 주관적 자

가보고 형식이므로 응답자의 기억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연구의 한계

점을 지닌다. 이외에도 음주행동이나 혈당장애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이후에

는 음주행동과 혈당장애를 연령에 따라 층화하여 분석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공복혈당장애를 1단계(100-109mg/dL)와 2단

계(110-125mg/dL)로 구분하여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로 평가한 음주행

동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하였음에 의미가 있

다. 또한 이전의 연구에서는 주로 알코올 섭취량을 기준으로 혈당장애와의 관

련성을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음주행동을 반영하는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를 이용하여 포괄적으로 알코올 섭취를 평가하였고 이를 통해 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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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것에 의미가 있다. 아울러 비록 단면연구이기는 하

지만, 더 낮은 공복혈당장애 단계에서 분석함으로써 다각적으로 관찰하여 그

한계점을 일부 극복한 연구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상혈당에

서부터 적절한 음주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보건교육 등의 개입으로 정상혈

당이나 공복혈당장애 1단계에서부터 올바른 생활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

노년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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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ship between Alcohol use behavior and Glucose

intolerance in middle to old age Korean by Data of 5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0

Park, Sori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eejin Kimm, M.D., M.P.H., Ph.D.)

Drinking is one of the highest risk factor for impaired fasting glucose

and diabetes. The prevalence of high risk drinking, binge drinking and

mortality in middle to old age in Korea is higher then other counties.

Recent study categorized impaired fasting glucose by either mild

level(100-109mg/dL) or more advanced level(110-125mg/dL) disturbances of

glucose homeostasis compared with normal fasting plasma glucose. Many

studies reported that advanced level of fasting plasma

glucose(110-125mg/dL) is more associated with disease.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was to assess relationship between alcohol

use behavior defined as alcohol use behavior identification test(AUDIT) and

fasting glucose categorized into normal(<100mg/dL), impaired fasting

glucose stage 1(100-109mg/dL), impaired fasting glucose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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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25mg/dL) and diabetes(≥126mg/dL),

This article conducted a cross-sectional study with the data of 5th

National Nutrition Survey(2010). And among the total 8,958 subjects, this

study selected the 2,096 subjects with over 40 years old and no value

unknown at present against the explanatory variable and dependent

variable.

Data analysed by using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 9.2 version.

One-way analysis of variance were used to assess the difference between

the score of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items and glucose stage

categorized into normal(<100mg/dL), impaired fasting glucose stage

1(100-109mg/dL), impaired fasting glucose stage 2(110-125mg/dL) and

diabetes(≥126mg/dL).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tested the association

between fasting plasma glucose categories and alcohol use behaviors.

Strength of statistical association was estimated by sex, age, activity, body

mass index, education and smoking adjusted odds ratios and 95%

confidence interval.

As the results of analysis, the domains of hazardous alcohol use and

harmful alcohol use has significantly different score by fasting plasma

glucose stage. The odds ratio of fasting plasma glucose stage across the

harmful alcohol use group(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score≥16)

is 1.94, for 40-64 years old man 1.84, and for women and 65 years and

over man 3.25.

This study reveals that impaired fasting glucose is associated with

alcohol use behavior as well as alcohol consumption and drinking

frequency. Also, harmful alcohol use is strongly associated with impa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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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ting glucose stage 1(100-109mg/dL) not impaired fasting glucose stage

2(110-125mg/dL) and diabetes(≥126mg/dL).

From the perspective of an individual’s risk perception, impaired fasting

glucose stage 1(100-109mg/dL) without any symptoms may not be

considered a serious condition, so they can not change their health life

style patterns. However, from the viewpoint of public health, the impact of

those impaired fasting glucose on the incidence of future diabetes seems to

be considerable.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provide practical

information on the risk for future diabetes, which enables individuals with

impaired fasting glucose to perceive their risk more realistically.

Key words : alcohol use behavior, drinking, impaired fasting glucose,

diabetes, alcohol use behavior identification te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