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뇨병이 없는 한국인 성인 남녀에서

당화혈색소와 심뇌혈관 질환의 관련성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역학건강증진학과

이 경 진



당뇨병이 없는 한국인 성인 남녀에서

당화혈색소와 심뇌혈관 질환의 관련성

지도 지 선 하 교수

이 논문을 보건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6월 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역학건강증진학과

이 경 진





감 사 의 글

처음 논문을 시작할 때 무모한 자신감으로 세상을 들썩일 만한 논문을 만들

어 보겠다고 다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모든 것을 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지

만, 논문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논문 시작부

터 실습만으로는 부족했던 SAS통계 프로그램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계속 고민하고 있을 즈음 지선하 교수님께서 통계의 기본 틀을 다듬어 주셨

고, 이를 바탕으로 저의 통계실력은 나날이 발전 하였습니다. 지금도 부족하긴

하지만 논문 작성 초기의 저를 생각하면 장족의 발전인 것 같습니다.

우선, 힘들게 논문을 쓰면서 항상 걱정해주신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드립니

다. 항상 힘들다고 투정 부리고,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시면서 힘들 때마

다 뒤에서 묵묵히 도움을 주셨고, 논문을 마무리하기까지도 계속 걱정하고 관

심을 주셨기에 이렇게 논문을 완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학회 및 세미나 같은 학과 행사들을 조직하여 배움의 기회를 주신 지도 교

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경험을 통해 다방면의 분야에 관심을 가

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논문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학과 일에 열

정적이시고, 학생들을 지도해주신 지선하 교수님께 항상 고맙다는 말씀 드리

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는데 결국은 지면을 통해 감사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

니다. 또한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기대에 부흥하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논문을 쓰면서 항상 힘이 되었던 동기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

다. 힘들면 항상 만나서 이야기를 통해 서로가 도움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동기들을 모두 사랑하고 항상 기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부, 대학원 과정 동안 ‘자부심’이라는 긍정의 에너지를 준



연세대학교에 감사드립니다. 연세대학교는 나의 삶의 힘이며, 에너지원입니다.

항상 연세를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발전된 멋진 연세인이 될 것을 다짐합니

다.

마지막으로, 학기 내내 항상 보듬어 주시고 챙겨주셨던 지선하 교수님 그리

고 김희진 교수님 이하 모든 교수님 및 학교 관계자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2011 6월

이 경 진 올림



- i -

차 례

국문요약 ·······················································································Ⅵ

Ⅰ. 서론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4

Ⅱ. 이론적 배경 ··········································································5

1. 심뇌혈관 질환 추이 ···········································································5

2.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요인 ·······························································6

3. 진단검사 ······························································································11

Ⅲ. 연구방법 ···············································································14

1. 연구의 구성 ························································································14

2. 연구대상 및 자료 ··············································································17

3. 변수의 정의 ························································································19

4. 분석 방법 ····························································································23

5. 용어 및 약어정리 ··············································································25



- ii -

Ⅳ. 연구결과 ··················································································26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6

2. 심뇌혈관 질환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1

3. 당화혈색소와 공복혈당과의 상관관계 ···········································34

4. 당화혈색소 군에 따른 변수와의 관련성 ·······································37

5. 공복혈당 정상군과 공복혈당 장애군에 따른

변수와의 관련성 ··················································································42

6. 당화혈색소 군에 따른 심뇌혈관 질환과의 관련성 ·····················47

7. 공복혈당 정상군과 공복혈당 장애군의

심뇌혈관 질환과의 관련성 ································································48

8. 심뇌혈관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1

(1) 공복혈당 정상군 ··················································································53

(2) 전체 대상자(공복혈당 장애군 포함) ·····················································59

Ⅴ. 고찰 ··························································································64

Ⅵ. 결론 ··························································································76

참고문헌 ··················································································78

영문초록 ··················································································85



- iii -

List of tables

Table 1. Correlation between HbA₁c and serum glucose ················12

Table 2. The composition of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17

Table 3. Distribution of study population ·············································18

Table 4. The dependent variables ····························································19

Table 5. The independent variables ·························································21

Table 6. Distribution of HbA₁c level by gender ··································26

Table 7. Distribution of Fasting glucose normal group and Impaired

fasting glucose (IFG) group by gender ··································27

Table 8. Distribution of HbA₁c group and Fasting glucose group ··········27

Table 9. Prevalence of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CVD)

by gender ······················································································28

Table 10.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29

Table 1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according to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31, 32

Table 12. Correlation between HbA₁c and fasting glucose

according to Fasting glucose normal group(Normal)

and Impaired fasting glucose(IFG) group ···························35



- iv -

Table 13. Mean of HbA₁c according to lifestyle habit variable ···· 37

Table 14. Baseline characteristics by HbA₁c Level (Men) ···············38

Table 15. Baseline characteristics by HbA₁c Level (Women) ··········40

Table 16. Baseline characteristics by Fasting glucose normal group

and Impaired fasting glucose(IFG) group (Men) ··············43

Table 17. Baseline characteristics by Fasting glucose normal group

and Impaired fasting glucose(IFG) group (Women) ········45

Table 18. Prevalence of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CVD)

by HbA₁c level ········································································47

Table 19. Prevalence of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CVD)

by fasting glucose group ·························································48

Table 20. Prevalence of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CVD)

by fasting glucose group according to age group ···········49

Table 21.  Analysis of the Affecting factor on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fasting glucose normal group) ·····························52

Table 22. Analysis of the Affecting factor on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Total study population) ·········································58



- v -

List of figures

Figure 1. The frame work of the study ················································16

Figure 2. Scatter plot of according to HbA₁c

and Fasting glucose ···································································34



- vi -

국 문 요 약

연구 배경

  당화혈색소 검사는 당뇨병을 진단받은 환자에 있어 당뇨병 진단 및 조절

에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진단 도구중에 하나 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식사와 관계없이 아무 때나 할 수 있고 단기적인 환자의 상태에 영향을 적

게 받기 때문에 검사방법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증가된 

당화혈색소는 심뇌혈관계질환의 위험도를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

되고 있다. 그리고 당뇨병을 진단받지 않은 공복혈당 장애나 내당능 장애와 

같은 당뇨병 전 단계(prediabetes)에서도 미세혈관 합병증 및 대혈관 합병

증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계속적인 연구로 당화 혈색소와 

심뇌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이 밝혀진다면 당뇨병을 진단 받지 않은 일반인

에게 당화 혈색소가 높은 군에게 새로운 치료계획이 필요할 것이며, 이렇게 

될 때 HbA₁c는 당뇨병을 진단 할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인자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 및 방법

  연구 대상자수를 확보하기위해 국민건강 영양조사 자료 제 1-2기 및 4기 1

차 년도(98, 01, 07) 자료를 모두 포함시켰다. 심뇌혈관계 질환 발생의 위험

이 높은 성인 만 30세 이상의 성인을 채택하였으며, 당뇨병 진단을 받지 않은 

대상자 중 당화혈색소(HbA₁c) 및 공복혈당 수검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이들을 다시 공복혈당 정상군과 공복혈당 장애군으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해

서 선정한 총 대상자수는 7838명이었다. 당화혈색소와 심뇌혈관 질환의 관련

성을 알아보기 위해 공복혈당 정상군과 전체 대상자(공복혈당 장애군 포함)로 

구분하여 로지스틱분석을 실시하여 이들의 관련성을 알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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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심뇌혈관 질환 유병률은 

전체 대상자 7838명중 156명으로 1.99%의 유병률을 보였다. 연구결과 심뇌혈

관 질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과 체질량지수(BMI)였고, 공복

혈당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주요설명 변수인 당화혈색소

와 심뇌혈관 질환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로지스틱 분석을 한 결과, 통계

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당화혈색소가 증가 할수록 심뇌혈관 질환의 

Odds비는 제 1군(5.0미만)보다, 제 2군(5.0-6.0미만)에서 1.18배, 제 3군

(6.0이상)에서 1.42배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 론

  본 연구는 당뇨병이 없는 일반 인구에서 당화혈색소와 심뇌혈관 질환의 관

련성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공복혈당은 심뇌혈관 질환

과의 관련성이 떨어지나, 당화혈색소는 변수를 보정한 후에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과 예측인자로서의 Odds비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통계학

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에 당화혈색소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심

뇌혈관질환의 위험정도를 사정하는 도구로 이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핵심어: 당화혈색소, 심뇌혈관질환, 공복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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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당화혈색소(glycosylated hemoglobin, HbA₁c)는 적혈구의 혈색소인 헤모글

로빈에 포도당이 얼마나 달라붙어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최근 2~3개월 

동안의 혈당 조절 상태를 반영하며, 당뇨병을 진단받은 환자에 있어서 합병

증 발생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1) 또한 식사와 관계없

이 아무 때나 할 수 있고 단기적인 환자의 상태에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검사방법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당뇨병 진단 및 조절에 가장 보

편적으로 활용되는 진단 도구중에 하나 라고 할 수 있다.2) 

  임상에서 당화혈색소의 활용도는 당뇨병 환자에서 혈중 당뇨농도의 조절 

및 치료 효과를 판단하며, 합병증 발병의 위험정도를 측정하는데 쓰인다. 

평균 당화혈색소 농도와 합병증 발생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은 망막

병증, 신장병증 및 미세혈관 합병증 등이다.

  지금까지 당뇨병의 진단도구로서 공복혈당(fasting glucose)을 많이 이용

해 왔다. 그러나 공복혈당은 당뇨병 초기단계에서는 진단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검사 할 때 8시간 이상의 공복시간이 필요하여, 검사자는 불편을 감

수해야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공복혈당은 혈당의 변동폭이 크고 

완전한 양상을 제공하지 못한다. 더군다나, 공복혈당을 이용한 진단 방법의 

경우 초기 진단에 유용성이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다.3),4) 

  그래서 최근 많은 연구에서 당화혈색소가 공복 혈당과 비교하여 당뇨병의 

선별검사 방법으로 뒤떨어지지 않으며 진단적 기준으로서 유용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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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당화혈색소 검사가 당뇨병 진단의 기준이 되며, 합병증의 지표로서 

활용도가 증가하면서 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미국당

뇨병협회(ADA: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에서는 당뇨병 환자의 효과

적인 당 조절을 위해 당화 혈색소의 혈중 농도를 7.0%미만으로 추천하고 있

다.6)

  참고로, 미국 내분비학회 및 국제 당뇨병 모임은 당뇨병환자들의 당화혈

색소 수치를 ADA보다 0.5%낮추어 6.5%로 더 낮추어 조절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ADA에서는 2010년에 당화혈색소 6.5% 이상을 당

뇨병 진단 기준으로 채택하였으며 당화혈색소 검사의 진단 및 활용에 심혈

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당화혈색소는 당뇨병을 진단하고 혈당 조절의 유용한 지표로 사용되

어 왔으나 최근에는 증가된 당화혈색소는 심 혈관계질환의 위험도를 증가시킨

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7)  그리고 당뇨병을 진단받지 않은 공복혈

당 장애나 내당능 장애와 같은 당뇨병 전 단계(prediabetes)에서도 미세혈관 

합병증 및 대혈관 합병증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8)

  또한 이들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 메타분석을 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에서 당

화혈색소와 심뇌혈관계 질환의 위험도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9)

당화혈색소 농도를 8%에서 7%로 1% 낮추면 미세혈관 질환의 위험은 37%, 당

뇨병과 관련한 사망은 21%, 그리고 심근경색은 14%가 각각 낮아진다. 당뇨

병이 없는 환자에서도 당화혈색소는 심혈관 질환 발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농도가 1% 높으면 사망 위험률이 28%증가한다.10) 

  또한 혈액 내 증가된 당화혈색소는 당뇨병 환자에게서 대혈관 질환의 위

험요인의 지표가 된다고 밝히고 있고,10) 이와 반대로 당뇨진단을 받지 않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몇몇 연구에서는 HbA₁c가 높을수록 심혈관계 Odds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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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아진다는 보고와 함께, 심뇌혈관계 질환의 사망비 또한 높다는 결과를 

밝혔다.11),12)

  당뇨병을 진단 받은 사람은 혈중 당화혈색소가 높고, 심혈관계 질환의 이

환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13),14) 하지만 당뇨병을 진단 

받지 않은 환자에게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과 당화 혈색소와의 관계가 

아직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고,15) 연구된 결과들이 일치 하지 않아 이들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당화혈색소가 당뇨병과는 독립적으로 동맥경화 발생 및 심뇌혈관 질환의 

독립적인 위험요소임을 주장하는 몇몇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는 점을 착안하

여, 공복혈당 검사보다 당화혈색소 검사가 공복혈당 장애나 내당능 장애 같

은 당뇨병 발생의 고위험 대상자들의 조기 진단 및 합병증 예방의 진단적 

척도로, 그리고 심뇌혈관 질환의 중요한 인자로서의 활용성을 위한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계속적인 연구로 당화 혈색소와 심뇌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이 밝혀진다

면 당뇨병을 진단 받지 않은 일반인에게 당화 혈색소가 높은 군에게 새로운 

치료계획이 필요할 것이며, 이렇게 될 때 HbA₁c는 당뇨병을 진단 할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인자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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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1-2기 및 제 4기 1차년도(98, 01, 07) 자료를 바탕

으로 당뇨병을 의사에게 진단 받지 않고, 당화혈색소 및 공복혈당을 수검한 

자의 검사결과와 심뇌혈관계 질환 유병률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화혈색소의 증가에 따른 심뇌혈관 질환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당뇨병을 진단 받지 않은 대상자를 공복혈당 정상군과 공복혈당  

장애군으로 분류하여, 당화혈색소와 심뇌혈관 질환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심뇌혈관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통제 한 후 공복혈당 정상

군과 전체대상자(공복혈당 장애군 포함)로 구분하여 당화혈색소와 심뇌혈관 

질환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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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심뇌혈관 질환 추이

  심뇌혈관 질환은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을 포괄하는 용어로 통상적으로 

뇌졸중과 허혈성 심장 질환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 질병은 우리나라 인구의 

사망원인 중 큰 부분을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가 중 뇌혈관 질환 

사망률이 아직 높은 편에 속한다. 뇌혈관 질환은 치명률이 비교적 높고 심각

한 장애를 동반하기 때문에 급성기 회복 후 사회로의 복귀나 기능상태 회복에 

한계가 많다. 이로 말미암아 질병 발생 후 심각한 신체적, 사회적 후유증으로 

인한 국민 보건의 악영향을 미치며 국민의료비 지출 면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대부분 가정이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40대에서 60

대 사이에 발병이 많아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의 손실도 크다. 따라서 뇌졸중 

사망률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환 양상의 변화를 파악하고 관련 요인을 규명하

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의 통계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은 전 세계 적으로 사

망률 29.2%로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통계청의 사망원인 자

료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 당 사망인구 수 1위는 암으로 134.8명, 2위는 뇌혈

관 질환으로서 61.4명 그리고 심장질환은 41.5 명으로 3위, 그리고 4위와 9위

는 당뇨병(23.7명)과 고혈압성 질환(9.5명)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연보). 특히, 지난 20년간 허혈성 심 질환으로 인한 사망도 급속히 증가

하고 있다. 급성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관련 사망 자료를 살펴보면 1983년 10

만 명당 2.2명에서 1994년 12.5명, 2005년 27.5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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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심뇌혈관계 질환의 발병률 및 사망률의 증가 원인은 최근 급속한 

경제 성장과 생활양식의 서구화로 인한 고지방식 섭취량의 증가, 스트레스 증

가, 운동부족, 서구식 생활행태로의 변화 및 의료 기술 발달에 의한 고령인구

의 증가 등에서 찾을 수 있다.  

  21세기 인류의 평균수명은 100세를 넘을 것이나 건강수명은 79세 밖에 되지 

않아 약 20년을 심 뇌혈관계 질환 등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고통을 받을 것으

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른 사망원인도 변화하여 생활 습관성 질환의 사망

률 비율은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므로 심 뇌혈관 질환의 예측인자들의 

활용으로 조기진단 및 빠른 치료와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통한 예방이 중요한 

시기이다.  

2.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요인

1) 당 대사 장애

  Framingham 연구에 의하면 당뇨병환자에서 당뇨병이 없는 사람에 비해 심혈

관질환의 위험률이 2-3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혈관 질환의 년 평균 

유병률은 당뇨병이 있는 남성의 경우 39/1000명, 당뇨병이 없는 남성의 경우

19/1000명이었으며, 당뇨병이 있는 여성의 경우 27/1000명이었으며, 당뇨병이 

없는 여성의 경우 10/1000명이었다. 당뇨병은 모든 환자에서 심질환의 위험률

을 높이지만, 특히 여성에서 더욱 위험률을 높인다. 당뇨병이 없는 폐경 전 

여성에서 심혈관 질환은 아주 드물지만, Nurses's Health study의 결과를 보

면 30세 이전에 당뇨병을 진단 받은 여성은 심근경색이나 치명적인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률이 12배나 증가함을 알 수 있다. Framingham study에서 공복혈

당이 90 mg/dL에서 125 mg/dL인 경우에도 공복혈당이 올라갈수록 심혈관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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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가 증가되었다.16) 

  심 뇌혈관에 변형을 초래하는 원인으로는 당대사와 관련성이 깊다. 당의 증

가가 지속되면 인슐린 저항성에 의해 혈중 유리지방산의 과다를 초래하여 간

으로 유입되게 되면 일부는 산화되면서 당 생산을 증가시켜 고혈당을 유발하

고, 일부는 중성지방으로 축적되어 저밀도 지단백(very low density 

lipoprotein, VLDL)에 실려 혈중으로 유리되어 고 중성지방 혈증을 유발한다. 

또한 중성지방의 증가는 apolipoprotein A1/HDL 콜레스테롤의 분해를 증가시

켜 H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작고 조밀한 LDL을 형

성하게 된다. HDL 콜레스테롤의 감소는 항산화기능과 항염증기능의 저하를 초

래하고 콜레스테롤의 역수송기능을 감퇴시켜 결국 죽상경화증의 진행을 야기

하고 심뇌혈관질환의 발생을 증가시키게 된다.17) 

  또한 고혈당의 기간과 정도가 당뇨병성 미세혈관 합병증의 범위와 진행률과 

강한 상관성을 보인다. DCCT (Diabetes Control and Complications Trial)에

서 엄격한 인슐린 치료로 당화 혈색소 수치를 2% 낮춘 제 1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고식적인 인슐린 치료를 시행한 환자보다 망막증의 발생률은 76%, 신증

의 발생률은 54%, 신경병증은 60% 감소시켰다는 보고가 있다. 고혈당은 망막, 

신사구체, 말초신경의 신경혈관의 혈류와 혈관투과성을 증가시킨다.  혈류와 

모세혈관내압의 상승은 고혈당에 의한 모세혈관의 정맥 측에서 산화질소 생산

의 저하에 기인한 것이거나, 안지오 텐신Ⅱ에 대한 감수성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러 문헌에서 고혈당에 의해서 유발된 미세혈관의 변

화가 혈당이 정상화된 이후에도 지속되거나 진행되어 결국 혈관 질환의 합병

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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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혈압

  고혈압은 심뇌혈관계 질환의 주요 유발인자 중 하나이다. 즉, 고혈압은 심

근경색, 심부전 및 뇌졸중의 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심혈관계 질환, 

특히 관상동맥 질환과 뇌졸중의 합병증 발생에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수축기 혈압이 20mmHg씩, 이완기 혈압이 10mmHg씩 증가할 때

마다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률은 2배 증가 한다고 한다.18) 그러므로 고혈압 환

자에서 강압치료를 하게 되면 이러한 합병증 발생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그 중요한 임상적 의미라 하겠다.19)

3) 흡연

  흡연은 대혈관 질환과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

다. 2000년에 세계흡연관련 사망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질병은 심혈관계 질

환(169만 명/10만 명)이었다.20) 우리나라의 경우, 흡연관련 심혈관계 질환 사

망자는  26.7%가 흡연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되었다.21) 1997년 한국 남성의 흡

연율은 68.2%로 세계 1위였고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성인의 흡연율은 전체적

으로 감소추이에 있긴 하지만,22) 현재의 암, 심뇌혈관계 질환, 폐질환의 발생 

및 사망 자료는 20-30년 전의 흡연율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흡

연 관련 사망자수는 최소 20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높게 산출될 것으로 추정된

다.23)

4) 이상 지질혈증

  미국에서 시행된 대규모의 관찰연구인 MR-FIT(Multiple Risk Factors 

Intervention Trial)의 결과에 의하면, 혈중 콜레스테롤 200mg/dl를 초과할 

때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Seven Countires study

에 의해서 고 콜레스테롤혈증이 인종과 지역에 관계없이 관상동맥질환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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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편, 관상동맥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지질이상을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예상과는 달리 대부분의 환자에서 심한 고지혈증이 관

찰되지는 않았다. 관상동맥질환자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지질 이상은 약간 증

가된 LDL콜레스테롤, 고 중성지방혈증 그리고 저 HDL콜레스테롤혈증의 3가지 

조합이다. 이 세 가지 조합을 이상 지질혈증이라고 한다. 이러한 지질이상 기

전을 살펴보면 앞에서도 언급 하였듯이, 위의 심혈관계 위험요인 중 하나인 

당 대사이상 관련성이 깊다. 혈당이 증가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고 인슐린 혈증 상태가 되면 지방조직에서 혈류로의 지방산 배출이 증가하고, 

간으로 의 유리 지방산 유입 증가는 초 저밀도 지단백(very lowdensity 

lipoprotein, VLDL)의 생성 및 분비를 자극하여 고  중성지방 혈증을 초래한

다.24)  VLDL은 cholesterol ester transfer protein(CETP)를 통해 고밀도  지

단백(high-density lipoprotein, HDL)과 저밀도 지단백(low-density 

lipoprotein, LDL)으로 부터 VLDL로의 콜레스테롤 에스터(cholesteryl ester)

의 이동을 자극하여 HDL콜레스테롤의 양이 감소한다.25) 

  또한 Triglyceride-enriched HDL로부터 Apolipoprotein AI(apoA-I)이 해리

되고, 신장으로 apoA-I이 제거되면서, HDL의 Reverse cholesterol transport 

이용이 감소된다.26) Triglyceride-enriched LDL은 지질분해를 거쳐 작고 조밀

한 LDL(small dense LDL)이 된다. 이 모든 현상이 죽상경화증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첫째, CETP를 통해 Cholesteryl ester를 전달 받은 VLDL 증가

로 인해 혈관벽에 더 많은 콜레스테롤이 전달 될 수 있고,27) 둘째, HDL 콜레

스테롤과 ApoA-I 의 감소로 reverse cholesterol transport에 관여하는 HDL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HDL의 혈관벽에 대한 항 죽상경화작용 및 항산화작용이 

감소한다.28) 셋째, small dense LDL은 더 쉽게 산화되고, 더 쉽게 혈관벽의 

세포외기질(extracellular matrix)을 통과하여 부착하기 때문에, 크기가 크고 

cholesteryl ester가 풍부한 LDL 보다 더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키게 된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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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만 

  비만은 인슐린의 감수성을 저하시키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인슐린 분비가 

증가되나 간에서 인슐린 추출률이 저하되어 결국 순환 혈중의 인슐린 농도가 

증가하는 일련의 대사성 장애가 동반된다. 뿐만 아니라 복부 비만과  이에 따

른 인슐린 저항성은 내당능 장애, 지질 대사 이상, 고혈압을 유도하여 결국 

관상동맥 질환, 뇌졸중, 그리고 사망률이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30)~32)

  11만 500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11년 동안 시행된 Nurses Health Study에 

의하면 BMI 29Kg/m² 초과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의 

발생이 4배 이상 증가하였다. 2990명의 소아를 57년 동안 추적 관찰한 영국의 

연구결과(Carnegi Survey in Family Diet and health in pre-war 

Britain(1937~1939) 에 따르면, 사춘기 때의 BMI가 75 percentile이상인 소아

는 BMI가 25-49 Percentile이었던 소아에 비해 성인이 되었을 때 허혈성 심질

환의 발병 위험도가 2배 이상 증가하였다.33) 그리고 14000명의 건강한 여성에

서 시행된 Ashton의 연구에 따르면, BMI 20-30사이를 7등분했을 때, BMI가 증

가함에 따라 관상 동맥 질환 발생위험도가 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 (1, 0.91, 

1.56, 2.18, 2.97, 3.93, 4.21). WHO의 용역연구를 수행한 Aberti와 Zimmet

는, BMI가 30kg/m2을 초과할 때 당뇨병 및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급격히 상승

한다고 보고하였다.34)

  비만 자체가 심혈관 질환의 독립적인 인자라기보다는 대사증후군의 한 부분

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보고가 있어서35) 비만과 더불어 복부 비만을 같이 평가

하고, BMI로 비만이 아닌 경우라도 허리둘레(복부비만)가 큰 경우에는 심뇌혈

관 질환 발생예방을 위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통한 심혈관 질환 발생률을 

낮춰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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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단검사

1) 당화혈색소와 공복혈당의 진단적 의미와 상관관계

  당화(glycation)는 단백질의 아미노기에 당 잔기가 비효소적 방법으로 

첨가된 것이다. 성인 혈색소는 보통 HbA₁(97%), HbA₂(2.5%), HbF(0.5%)로 

구성된다. HbA를 크로마토 그래피로 분석하면 몇 개의 보다 작은 혈색소, 

즉 HbA₁a, HbA₁b, HbA₁c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을 전부 당화 혈색소라 

부른다. HbA₁c는 대략 HbA₁의 80%를 차지하는 주요 분획이다. HbA₁c의 

형성은 비가역적이며, 혈중 농도는 혈당 농도와 적혈구의 수명(평균 

120일)에 좌우된다.36) 

  당뇨병환자에서 혈당의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무작위 혈당은 종종 전반적

인 혈당조절 정도를 반영하지 못한다. 안정적인 경향을 보이는 공복혈당 조차 

완전한 양상을 제공하지 못한다. 하지만 당화혈색소 검사는 최근 유용성을 인

정받고 있다. 많은 단백질과 마찬가지로 적혈구 혈색소는 자유롭게 적혈구 막

을 통과하는 포도당 존재 하에 아미노기가 비효소적 반응에 의하여 당화된다. 

이런 과정을 겪는 혈색소 분자의 퍼센트는 선행하는 60-90일 동안의 평균 혈

당에 비례하게 된다. 따라서 당화혈색소는 장기적인 혈당조절 정도를 평가하

기 위해 흔히 사용된다. 당화 혈색소는 대부분의 검사실에서 4~6%가 정상범위

이며, 2개의 베타사슬의 n-말단 발린에 붙은 당이 있는 혈색소 분자의 퍼센트

를 의미한다. HPLC(High-perfomance liquid chromatography)에 의해 측정된 

당화혈색소는 다음의 평균 혈장 포도당치와 잘 접근된다. 

당화혈색소 1%의 상승은 평균 포도당 약 35mg의증가로 전환 된다 (Table 1).



- 12 -

The mean of serum glucose

HbA₁c (%) mg/dl mmol/l

6 135 7.5

7 170 9.5

8 205 11.5

9 240 13.5

10 275 15.5

11 310 17.5

12 345 19.5

Table 1. Correlation between HbA₁c and serum glucose 37)

 

  지금까지 공복혈당 수치가 당뇨병을 진단하는 기준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

다.38) 그러나 공복혈당을 이용한 진단방법의 경우 당뇨병의 초기 단계에서는 

진단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검사를 위해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등의 단점

을 가지고 있다. 공복혈당에 의한 당뇨진단의 경우 민감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제기 되어왔으며 공복혈당이 126mg/dl미만인 사람들에서도 당뇨병 발생의 위

험도가 높다는 보고가 있다.39),40)

  Kim 등은 이전에 당 대사이상을 진단 받은 적이 없으면서 정상 공복혈당을 

가지는 205명을 대상으로 당화혈색소 측정 및 경구 당부하 검사를 시행한 

결과 대상군의 8.8%에서 당뇨병이, 35.6%에서 내당능장애가 진단되었다.41)

또한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혈당 측정이 당화혈색소에 비해 정확하지 않고 

혈액 보관이나 해당 작용으로 인한 측정 오류 등 여러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

다는 보고가 있었다. 공복혈당과 함께 당화혈색소를 당뇨병 진단 기준으로 사

용하는 것에 대한 여러 연구가 있었으며, 최근에 International Expert 

Committee는 당화혈색소를 진단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여러 연구에서 보여 지듯이 공복혈당 검사에 대한 진단에 대한 민감

도에 대한 논란은 계속 지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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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화혈색소는 공복혈당 및 식후 2시간 혈당과 상관성이 있다. 그리고 공복

혈당 보다 재현성이 더 좋고, 집단 내 변동계수가 1.7%로 공복혈당의 5.7%보

다 낮다.42),43) 그리고 N Engl J Med. 및 Lancet의 발표에 의하면 당화혈색소

는  당뇨 합병증 발생을 예견하는 좋은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음을 제안 했

다.44),45) 또한 당뇨병으로 진단 받은 군과 그렇지 않은 군 사이의 평균 당화

혈색소 값은 6.1±0.7% 및 5.7±0.5%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당화 혈색소 측

정이 당뇨병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고려될 수도 있다고 연구 한 바 있다.43)

  이렇게 당화혈색소는 당뇨병의 진단 및 치료에 활용도가 높으나, 당뇨병을 

진단 받지 않은 경계성 당뇨병이나 공복혈당장애에 있어서도 당화혈색소 검사

의 활용 또한 기대된다. 그 근거는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다. 

경계성 당뇨병으로 간주되는 공복혈당 장애는 당뇨병과 다르게 미세혈관 질환

과 관련은 없지만, 심혈관 질환의 위험은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었다.46) 

  그러므로 당화혈색소 검사는 기존의 다른 검사 방법에 비해 검사 방법이나 

합병증 예측에 있어서 장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당화혈색소 검사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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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 구 방 법

1. 연구의 구성

  연구 대상자수를 확보하기위해 국민건강 영양조사 자료 제 1-2기 및 4기 1

차 년도(98, 01, 07) 자료를 모두 포함시켰으며 대상자수는 18749명이었다. 

국민건강 영양조사에서 당화혈색소 검사의 대상자 중 제 1,2기 및 4기 1차년

도 조사 자료에는 모든 사람이 수검대상이었으나, 제 3기 및 4기 2차 년도는 

당뇨병을 진단 받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당뇨병을 진단 받지 않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제 3기 및 4기 2차년도 자료를 

빼고 제 1, 2, 4-1기 년도의 자료만을 선택하였다. 또한 공복혈당은 모든 년

도에서 동일한 정의로 조사 되었기에 검사 받지 않은 대상자만을 제외시켰다.

  본 연구는 심뇌혈관계 질환을 주제로 한 연구로 비교적 심뇌혈관계 질환 발

생의 위험이 높은 성인 만 30세 이상의 성인을 채택하였으며, 당뇨병 진단을 

받지 않은 대상자 중 당화혈색소(HbA₁c) 및 공복혈당 수검자를 대상자로 선

정하여 심뇌혈관계의 유병 여부와 기타 심뇌혈관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혼란 

변수들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독립변수인 당화혈색소는 혈액관련 이상 질환, 특히 빈혈과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빈혈을 진단 받은 사람을 제외 시켰다(n=2765). 또한 검사자료에서 당

화혈색소 이상치가 발견되어 99.9%이상은 제외하고 이하로 선정하였다. 당화

혈색소 수치를 낮은 군에서 높은 군까지 세 군으로 구분하여 의사에게 뇌졸중

(중풍), 협심증 및 심근경색을 진단 받은 사람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로지

스틱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 결과에서 당뇨조절이 잘 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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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환자들에게서 혈관 질환 합병증의 위험성이 높다는 결과에 착안하여, 

당뇨병을 진단 받지 않은 대상자에게서도 공복혈당이 높으면 혈관질환의 위험

성이 클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들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공복혈당 정상군

과 장애군을 구분하여 심뇌혈관 질환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로지스틱 분석

을 실행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복혈당 검사와 당화혈색소 검사 방법 중

에 심뇌혈관 질환과 어느 것이 더 상관성이 있는지 C통계량을 통해 관련성의 

강도를 알아보았다. 

  연구의 개념적 틀은 Figure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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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1,2,4-1기

(98, 01, 07 년도)

  - HbA₁c 수검자  

  - 공복혈당 수검자 

공복혈당 정상군 / 장애군 분석독립변수 

당화혈색소  

공복혈당

혼란변수

나이, 성별, 

흡연, 운동, 음주, BMI,  

혈압, 총 콜레스테롤

연구대상자 

n= 7838    

t-test, Chi-square 

제 외 대 상

  - 30세 미만 성인 남녀

  - 당뇨병/빈혈 진단, 치료 받은 자

  - 검사 결과값 이상치 제외 

  - 신체계측 및 혈액검사 결측자 

종속변수 

심뇌혈관질환

유병률

 

Figure 1. The frame work of the study

 로지스틱 분석-Model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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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및 자료

  본 연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 16조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건강 및 영양 상

태에 관한 국가승인통계인 국민 건강영양조사 자료 중 제1기(1998), 제2기

(2001)에 이어 제4기 1차년도(2007)‘국민건강영양조사’의 원시자료를 이

용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건강 설문조사, 검진조사, 영양조사로 구성되어 있으

며 제 1기부터 3기(1998~2005) 까지는 단기조사체계(3년 주기)로 실시하였

으며, 제 4기부터는 연중 조사체계로 변경하여 순환 표본조사 방식을 도입

하여 조사부문별 연계분석 강화를 위해 모든 대상자에게 전 부문 조사를 실

시하였다. 조사구는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 조사구를 기본으로 하여 비례배

분계통추출법으로 200개 표본 조사구를 추출한 후, 건강면접조사는 조사구

별 65가구를 건강형태, 검진, 영양조사는 22가구 계통추출방법으로 추출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연구대상자 분포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The composition of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구분 조사기간

표 본 수  (n=125421)

건강면접조사
건강형태조사, 

검진조사, 영양조사
참여성수

조사수
조사구당
가구수

조사수
조사구당
가구수

제 1기 (1998) 11~12월 200 65 200 22 39060

제 2기 (2001) 11~12월 600 22 200 22 37878

제 4기 1차 (2007) 07~12월 100 23 100 23 4594

출처: 국민건강영양조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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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stribution of study population 

First stage

(1998)

Second stage

(2001)

Forth stage,  

Part 1. (2007)

Number of Examinee,  

HbA₁c 
9771 5340

325

(Except part 2)

Research characteristics,

HbA₁c
total research population

part 1 - Total

part 2 - Target   

         Diabetes

Total study population

(Except Diabetes/Anemia)
7838 people

 

  제 1기, 2기, 4기 1차 년도까지의 각 기수 별 참여성수는 Table 3. 와 같

다. 3개의 국민건강영양 조사를 합친 결과 참여 대상자수는 18749명이었고 

그 중 당화 혈색소 수검 대상자수는 15436명이었다. 그 중 당뇨병 및 빈혈

을 진단 받은 자는 제외 시켰고, 당화혈색소 및 공복혈당 수검자만을 채택

한 결과, 만 30세 이상의 성인 남녀 대상자수는 총 7838명(남성 3796명, 여

성 4042명)이었으며, 이들의 대상자 중 건강 설문조사 및 검진조사를 바탕

으로 분석하였다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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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의 정의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심뇌혈관계 질환 유무이다. 건강 설문조사에서 심

혈관계 질환은‘협심증 및 심근경색을 의사에게 진단 받은 자’, 뇌혈관 질

환은‘뇌졸중(중풍)을 의사에게 진단 받은 자’로 선정하였다. 변수 중 

‘3. 비해당’에 해당하는 자는 심뇌혈관계 질환에 이환되지 않은 자. 

즉,‘2.아니오’와 동일한 뜻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자료의 결측은‘4. 

모름’으로 응답한 사람과 응답지에 답변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하였

다.  종속 변수의 정의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The dependent variables

Variable Method of Answer

Diagnosis physician

Angina pectoris or 

Myocardial infarction 

1. Yes 2. No 3. not applicable 4. Unawareness

Diagnosis physician

Cerebral infarction 

or Stroke

1. Yes 2. No 3. not applicable 4. Unawareness

Missing value 4. Unawareness or non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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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가. 설명변수

본 연구의 주요 설명변수는 당화혈색소 (HbA₁c)와 공복혈당 검사측정 값이

다. 검진조사 결과는 혈액검사 측정값으로 표시되며 당화혈색소의 단위는  

□□□.□ % 으로, 공복혈당의 단위는 □□□.□mg/dl로  정의된다.

나.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문헌검색에서 찾아낸 심뇌혈관 질환의 주요 영향변수

들을 선정하여 1) 인구학적 특성변수, 검진조사항목에 해당하는 2)　혈액학

적 변수,  3) 생물학적 특성변수, 4) 식생활습관 특성변수로 구분하였다.  

 인구학적 특성에서는 남녀를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연령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의 4개 군으로 범주화 화였다. 혈액학적 변수로는 심뇌혈관 

질환의 중요 영향요인인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

스테롤을 선정하였고, 생물학적 특성변수로는 신체계측(키, 몸무게)을 바탕

으로 체질량지수(BMI)를 계산하여 변수를 변형하였고, 수축기, 이완기 혈압

은 제 1기, 2기 자료에서는 두 번 측정한 값을 평균한 값을 사용하였고, 3

기, 4기 자료는 2차, 3차 측정한 혈압의 평균값을 취하였다. 식생활 습관에 

해당하는 변수로는 음주, 흡연, 운동이며, 음주와 흡연은 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군과 과거에는 행해졌지만 현재는 하지 않는 군, 그리고 현재 행해지는 

군으로 군화 하였다. 운동변수는 수행 유무로 변경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였

다. 또한 BMI를 기초로 18.5미만은 저체중, 18.5 - 25미만은 정상체중, 25 

이상은 비만군으로 정의하였다 (Table 5).



- 21 -

변수 측정방법

설명변수

당화혈색소(%)

1. 5.0 미만  

2. 5.0-6.0미만

3. 6.0 이상

공복혈당(mg/dl)
1. 공복혈당 정상군 (100미만)

2. 공복혈당 장애군 (100-125)

반응변수

인구학적 특성

성별 1. 남성 2. 여성

만 나이

1. 30-39

2. 40-49

3. 50-59

4. 60세 이상

생물학적 특성

키 Cm

몸무게 Kg

이완기 혈압 반복 측정된 평균값

수축기 혈압 반복 측정된 평균값

혈액학적 특성

중성지방(mg/dl) □□□□mg/dl

총콜레스테롤 (mg/dl) □□□mg/dl

HDL콜레스테롤(mg/dl) □□□mg/dl

LDL콜레스테롤(mg/dl) □□□mg/dl

식생활습관 특성

흡연

1. 비흡연  

2. 과거흡연

3. 현재흡연

음주

1. 비음주  

2. 과거음주

3. 현재음주

운동
1. 유     

2. 무

체질량지수(BMI) □□.□ Kg/m²

비만정도

1. 저체중  18.5미만

2. 정상    18.5-25.0미만

3. 비만    25이상

Table 5. Independent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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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뇨병 진단의 정의

- 당뇨병: 공복시 혈당≥126 이거나 당뇨병약 복용 중이거나 인슐린 주사   

          투여 하거나 의사 진단을 받은 자.

- 공복혈당장애군: 100≤공복시 혈당≤125

- 정상군: 공복시 혈당<100  

진단에 정의에 맞춰 당뇨병 환자를 제외시켰다.

라. 빈혈 진단의 정의

- 만 15세 이상 비 임신여성: 헤모글로빈 12미만

- 만 15세 이상 임신여성: 헤모글로빈 11미만

- 만 15세 이상 남성: 헤모글로빈 13미만

- 의사에게 빈혈을 진단 받은 자

 

진단의 정의에 맞춰 빈혈 환자를 제외 시켰다.

마. LDL의 정의

제 1기, 2기 자료와 5기 자료의 LDL측정 수준이 달라서 프리드 왈드 공식에

의해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공식은 다음과 같다.

  

 - 0< TG ≤400 일 때,

  cholesterol=total cholesterol-HDL cholesterol-triglyceride /5 

 - SAS에서 변수명으로 변환 된 식: LDL=HE_CHOL-(HE_HDL+HE_T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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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분석을 하기에 앞서 제 1, 2기 및 4기 1차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의 변

수를 통합하기 위해 변수 정의를 위의 Table 4, 5 와 같이 재설정하였다. 

그리고 기초 통계분석을 시행하여 각 변수의 빈도 및 분포를 확인하였다.

  설명변수인 당화 혈색소군 및 공복혈당군의 분포를 파악하기위해 카이제

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남녀 변수 간 군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및 카이제곱검정을 시행하였으며, 또한 심뇌혈관 질환 유무와 변수

들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검정을 시행하였다. 당화혈색소 세 

군간 각 변수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GLM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당화

혈색소 군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분석을 통해 각 군 간  심뇌혈

관 질환의 Odds비를 알아보았다. 또한 로지스틱분석을 통해 공복혈당은 1편

차 증가할 때의 심뇌혈관 질환의 Odds비를 알아보았다.  

  주요 설명변수인 당화혈색소 제 1, 2, 3군과 공복혈당의 심뇌혈관계 질환

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종속변수에 대한 3개의 Model을 구축하였다.

Model 1은 인구학적 특성, 생물학적 특성, 식생활습관 특성을 통제하여 심

뇌혈관 질환 유병여부와 공복혈당의 관련성을 보았으며, Model 2는 세 가지 

특성과 공복혈당 및 당화혈색소를, Model 3은 세 가지 특성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그리고 심뇌혈관 질환 위험요인인 콜레스

테롤과 혈압을 통제 후 심뇌혈관 질환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심뇌

혈관질환은 공복혈당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공복혈당 정상군과 장애군을 

포함한 전체 대상자로 분리하여 로지스틱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의 이해를 

돕고자 구축한 Model을 다음과 같이 공식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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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 당뇨군 (정상군 + 공복혈당 장애군)

Model 1: 인구학적 특성 + 식생활습관 특성 + 공복혈당

Model 2: 인구학적 특성 + 식생활습관 특성 + 공복혈당 + 당화혈색소

Model 3: 인구학적 특성 + 식생활습관 특성 + 공복혈당 + 당화혈색소 + 생물/혈액학적 특성 

2. 정상군

Model 1: 인구학적 특성 + 식생활습관특성 + 공복혈당

Model 2: 인구학적 특성 + 식생활습관특성 + 공복혈당 + 당화혈색소

Model 3: 인구학적 특성 + 식생활습관특성 + 공복혈당 + 당화혈색소 + 생물/혈액학적 특성 

* 생물학적 특성 변수 - 수축기혈압(SBP)

* 혈액학적 특성 변수 - 총콜레스테롤 (Total cholest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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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화혈색소: Glycosylated hemoglobin (HbA₁c)

* 공복혈당 정상군: Fasting glucose normal group (Normal group)

* 공복혈당 장애군: Impaired fasting glucose group (IFG group)

* 심뇌혈관 질환: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CVD)

* 수축기 혈압: Systolic Blood Pressure (SBP)

* 이완기 혈압: Diastolic Blood Pressure (DBP)

* 체질량 지수: Body Mass Index (BMI)

* 총콜레스테롤: Total cholesterol (T. cholesterol) 

* 고밀도 콜레스테롤, HDL cholesterol: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HDL)

* 저밀도 콜레스테롤, LDL cholesterol: LDL-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LDL)

5. 용어 및 약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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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A₁c(%) Men Women n %

1 Group (<5.0) 1053 1235 2288 29.19

2 Group (5.0-5.9) 1723 1719 3442 43.91

3 Group (≥6.0) 1020 1088 2108 26.89

Ⅳ.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Table 6. Distribution of HbA₁c level by gender

(n=7838)

     

 

독립변수인 당화혈색소 그룹별 분포는 위와 같았으며 2군이 43.9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Table 6). 연구 대상이 당뇨병을 의사에게 진단 받

은 자를 제외 시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 3군인 당화 혈색소가 6.0이상인 

군은 26.89%로 세 군 중 가장 분포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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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ting glucose 

(mg/dl)
Men Women n %

 Normal group

(<100) 
2413 2674 5087 64.90

IFG group

(100-125)
1383 1368 2751 35.10

HbA₁c Group

Fasting glucose 

(mg/dl)

1 Group

 (< 5.0)

 2 Group

(5.0-5.9)

3 Group

(≥6.0)

Normal

(<100) 

Men 733  1122 558

Women 895 1132 647

Total 1628 (71.15) 2254 (65.49) 1205 (57.16)

IFG

(100-125)

Men 320 601  462

Women 340 587  441

Total 660 (28.85) 1188 (34.51) 903 (42.84)

Table 7. Distribution of Fasting glucose normal group and  Impaired 

fasting glucose (IFG) group by gender

                                                                      (n=7838)

공복혈당 정상군과 공복혈당 장애군의 분포 또한 당화혈색소 군과 마찬가지

로 정상군이 64.90%로 약 두 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Table 8. Distribution of HbA₁c group and Fasting glucose group

  (n, %)

남녀 군의 분포는 거의 비슷하였고 당화혈색소 제 2군이면서, 공복혈당 정상

군의 비중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공복혈당 정상군의 비중이 공복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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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D Men(%) Women(%) n(%)

Yes 76 80    156(1.99)

No 3720 3962 7682(98.01) 

장애군에 비해 평균 64%로 더 많이 분포함을 알 수 있었다.

Table 9. Prevalence of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CVD) by gender

(n=7838)

종속변수인 심뇌혈관 질환 유병률을 살펴보면 남성은 76명, 여성은 80명으

로 분포하였고, 심뇌혈관 질환을 진단받은 사람은 총 156명으로 전체 1.99%

를 차지하였다. 유병률과 남녀 군의 차이는 p=1.00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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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Variable Men (n=3796) Women (n=4042) p value

MEAN±SD

  Age(year) 47.37±12.63 49.64±13.77  <.0001*

  Weight(Kg) 66.65±9.69 57.08±8.63  <.0001*

  Height(Cm) 168.39±6.20 155.19±6.11  <.0001*

  BMI(kg/m²) 23.47±2.87 23.69±3.25   0.001*

  SBP(mmHg) 127.23±18.42 124.69±21.44  <.0001*

  DBP(mmHg) 81.43±11.46 77.39±11.61  <.0001*

  T.Cholesterol(mg/dl) 190.63±34.81 192.42±35.55   0.024*

  Triglyceride(mg/dl) 148.78±74.56 121.65±62.53  <.0001*

  HDL 46.28±11.72 49.52±11.58  <.0001*

  LDL 114.59±32.52 118.57±31.86  <.0001*

  Fasting glucose(mg/dl) 95.22±12.70 94.84±12.26  0.181

  HbA₁c(%) 5.27±0.60 5.23±0.63   0.009*

n(%)

Age group (year)

  30-39 1292(34.04) 1201(29.71)

<.0001*
  40-49 1064(28.03) 992(24.54)

  50-59 679(17.89) 800(19.79)

  ≥60 761(20.05) 1049(25.95)

Obesity (kg/m²)

 0.029*
 〈18.5    (under weight) 130(3.42) 148(3.66)

  18.5-24.9 (normal) 2574(67.81) 2626(64.97)

  ≥25.0   (over weight) 1092(28.77) 1268(31.37)

Exercise
<.0001*  No 2797(73.68) 3249(80.38)

  Yes 999(26.32) 793(19.62)

Smoking

 <.0001*
  Non smoker 680(17.91) 3722(92.08)

  Ex smoker 726(19.13) 72(1.78)

  Current smoker 2390(62.96) 248(6.14)

Alcohol

<.0001*
  Non drinker 469(12.36) 1904(47.11)

  Ex drinker 241(6.35) 100(2.47)

  Current drinker 3086(81.30) 2038(50.42)

*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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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대상 7838명중 남성은 48.43% 여성은 51.57%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남녀 군별 차이는 공복혈당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그 외의 나

머지 변수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10). 독립변수인 당화혈색소는 

남성은 평균 5.27%, 여성은 5.23% 이었으며, 유의수준 0.009로 남녀 군 간 통

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BMI정상군이 남성은 67.81% 여성은 64.97%

로 저 체중군과 과체중군 보다 많이 분포하였으며, 남녀 간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나머지 식생활 습관 변수에 해당하는 운동, 흡연, 음주 변수 모두 남, 

녀 군 비교한 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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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뇌혈관 질환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according to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continue)

(MEAN±SD)

Men Women

Variable
Yes No

p
Yes No

p
 (n=76) (n=3720) (n=80) (n=3962)

Age 

(Year)
63.01±10.44 47.05±12.47 <.0001* 61.98±11.57 49.39±13.70 <.0001*

Weight 

(Kg)
62.81±9.48 66.73±9.68 0.0005* 59.58±9.45 57.03±8.61 0.009*

Height

(Cm)
165.13±6.79 168.46±6.17 <.0001* 153.13±6.54 155.23±6.09 0.002*

BMI

(kg/m²)
22.98±2.75 23.48±2.88 0.138 25.38±3.55 23.65±3.24 <.0001*

SBP 

(mmHg)
134.86±19.26 127.08±18.37 0.0003* 143.30±28.68 124.32±21.10 <.0001*

DBP

(mmHg)
82.47±10.30 81.41±11.48 0.423 84.11±14.98 77.25±11.49 0.0001*

Total

Cholesterol

(mg/dl)

191.88±35.64 190.60±34.80 0.751 207.01±33.26 192.12±35.53 0.0002*

Triglyceride

(mg/dl)
152.67±74.66 148.70±74.56 0.646 148.00±65.12 121.12±62.37 0.0001*

HDL

(mg/dl)
45.21±14.42 46.30±11.66 0.514 45.56±9.54 49.60±11.60 0.0003*

LDL

(mg/dl)
117.28±30.80 115.13±32.40 0.582 135.85±34.07 119.12±31.81 <.0001*

F a s t i n g 

glucose

(mg/dl)

95.83±12.55 95.21±12.70 0.673 96.33±10.82 94.81±12.2 0.275

HbA₁c

(%)
5.49±0.81 5.26±0.60 0.016* 5.44±0.68 5.23±0.62 0.003*

*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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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according to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Lifestyle habit) 

(n, %)

Lifestyle habit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p-value
Yes No

Smoking   

<.0001*
 Non-smoker 75 (48.08) 4327 (56.33)

 Ex-smoker 34 (21.79)  764  (9.95)

 Current-smoker 47 (30.13)   2591 (33.73)

Drinking   

<.0001*
 Non-drinker 65 (41.67) 2308 (30.04)

 Ex-drinker 23 (14.74) 318  (4.14)

 Current-drinker 68 (43.59)  5056 (65.82)

Obesity    

0.1962
 Underweight 4(2.56) 274 (3.57)

 Normal 95(60.90) 5105 (66.45)

 Overweight 57 (36.54)   2303 (29.98)

Excercise  

0.8724 Yes 119 (76.28) 5927 (77.15)

 No 37 (23.72) 1755 (22.85)

* P< 0.05

  심뇌혈관 질환 유무에 따른 변수별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11).   

남성의 경우 심뇌혈관계 질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나이, 

신장과 체중, 수축기 혈압, 그리고 당화혈색소였으며, 그 외 변수들에서는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여성에 있어서 심뇌혈관 질환 유무에 따

라 대부분의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연령, BMI,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중성지방 및 LDL콜레스테롤에서 다른 변수들 보다 유의한 차이를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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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남녀 모두 공복혈당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질환이 

있는 군에서 공복혈당이 더 높게 나왔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온 당화혈

색소도 질환이 있는 군에서 당화혈색소 평균값이 더 높게 나왔다.  

  식생활 변수의 특성 중 흡연과 음주에 있어서 심뇌혈관 질환 유무에 따른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 (P<.0001)를 보였으며 나머지 변수에는 유

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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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화혈색소와 공복혈당과의 상관관계

  당화혈색소와 공복혈당의 상관관계는 이미 기존의 여러 논문에서 상관관

계가 높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도 당화혈색소와 공

복혈당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보았다 (Table 12).

 

  우선 두 변수 간 상관관계를 scatter plot으로 그려 보았다 (Figure 2). 

Figure 2. Scatter plot of according to HbA₁c and Fasting glucose

  이 그림은 변수 통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대상자를 대상으로 당화

혈색소와 공복혈당과의 선형회기분석을 실시한 결과, 당화혈색소가 1 단위 

증가 할 때, 당화혈색소는 3.703mg/dl로 증가하는 양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값은 269.90 p값은 <.0001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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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의 관계를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 공복혈당 정상군과 장애군으로 

구분하였고 연령과 BMI를 통제한 상태에서 상관관계를 추가 분석해보았다. 

Table 12. Correlation between HbA₁c and fasting glucose according to 

Fasting glucose normal group(Normal) and Impaired fasting          

glucose(IFG) group

Normal (A) IFG (B) A + B

R2 p R2 p R2 p

Not adjusted 0.094 <.0001* 0.157 <.0001* 0.183 <.0001*

Adjusted
†

0.077 <.0001* 0.126 <.0001* 0.146 <.0001*

  R2 Correlation coefficient

  
† Adjusted for: Age, BMI

  * P< 0.05

  당뇨병을 진단받지 않은 군에서 공복혈당과 당화 혈색소의 상관관계를 보

면 공복혈당의 정상군에서 상관계수는 약 0.094로 두 변수간의 상관성을 9%

정도 밖에 설명하지 못하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마찬가지

로 공복혈당 장애군의 상관계수는 0.157로 15%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공복혈당 정상군 보다는 장애군에서 두 변수 간  

설명력은 높은 분석결과를 얻었다.

  전체대상자의 공복혈당과 당화 혈색소의 상관관계는 18%의 설명력을 얻었

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과 BMI를 통제한 상태에서는 

공복혈당 정상군의 상관계수는 0.077, 공복혈당 장애군은 0.126, 전체대상

자의 상관계수는 0.146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결과(p <.0001)를 얻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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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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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style habit Mean p-value

Smoking

Non-smoker 5.23 ± 0.62

0.022*Ex-smoker 5.27 ± 0.64

Current-smoker 5.27 ± 0.59

drinking

Non-drinker 5.29 ± 0.63

0.0002*Ex-drinker 5.24 ± 0.66

Current-drinker 5.23 ± 0.60

Excercise
No 5.23 ± 0.61

<.0001*
Yes 5.30 ± 0.62

Obesity

Underweight 5.16 ± 0.60

<.0001*Normal 5.20 ± 0.60

Overweight 5.35 ± 0.64

4. 당화혈색소 군에 따른 변수와의 관련성

  당화혈색소 군 간 변수와의 관련성을 보기 이전에 식생활 습관에 따라 당

화혈색소의 평균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로 하였다. 식생활 습관에 따른 당화

혈색소의 평균 분포를 살펴보면 Table 13과 같다. 

Table 13. Mean of HbA₁c according to lifestyle habit variable 

  (MEAN±SD)        

* P< 0.05

  흡연, 음주, 운동, 비만군에 있어서 각 군 간 차이는 모두 유의수준 0.05이

하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비만군에서 저체중보다 과체중이 당화혈색소 평

균 수치가 높음을 알 수 있었고, 나머지 흡연, 음주, 운동 군에서는 예상과 다

른 평균값을 보였다. 흡연군에 있어서 비흡연 보다 현재 흡연군의 평균 당화

혈색소 수치가 높았고, 음주를 하지 않는 군에서 당화혈색소가 더 높았으며, 

운동을 하지 않는 군보다 운동을 하는 군이 평균값이 높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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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A₁c
1 Group 

(〈5.0)

2 Group

(5.0-5.9) 

3 Group  

(≥6.0) 
F p-value

MEAN±SD

 BMI 23.11±2.84  23.35±2.82 24.04 ±2.92 30.19 <.0001*

 AGE 45.82±12.22 47.07±12.55 49.47 ±12.92 22.68 <.0001*

 SBP 126.81±18.01 127.22±17.92 127.69 ±19.63 0.59  0.552

 DBP 81.22 ±11.31 81.57±11.64 81.41 ±11.31 0.31  0.732

 T. Cholesterol 187.22±34.25 189.71±34.80 195.69 ±34.88 16.57  <.0001*

 HDL 47.90±13.05 46.62±11.41 44.03 ±10.39 30.07 <.0001*

 LDL 112.15±31.69 114.75±32.58 119.27 ±32.36 11.15  <.0001*

 Triglyceride 137.56±66.10 145.29±72.50 166.27 ±82.78 42.79  <.0001*

 Fasting

 glucose
92.88±12.67 94.90±12.72 98.17 ±12.11 47.14 <.0001*

n(%)

 Smoking(%)

2.52  0.080
   Non-smoker 188(17.85) 295(17.12) 197(19.31)

   Ex-smoker 199(8.90)  315(18.28) 212(20.78)

   Current-smoker 666(63.25) 1113(64.60) 611(59.90)

 Drinking(%)

5.15  0.006*
   Non-drinker 122(11.59) 193(11.20) 154(15.10)

   Ex-drinker 80(7.60) 96(5.57) 65(6.37)

   Current-drinker 851(80.82) 1434(83.23) 801(78.53)

 Exercise(%)
15.51 <.0001*   No 819(77.78) 1290(74.87) 688(67.45)

   Yes 234(22.22) 433(25.13) 332(32.55)

 Obesity(%)

23.83  <.0001*
   Underweight 51(4.84) 52(3.02) 27(2.65)

   Normal 746(70.85) 1211(70.28) 617(60.49)

   Overweight 256(24.31) 460(26.70) 376(36.86)

Table 14. Baseline characteristics by HbA₁c Level (Men)            

(n=3796)  

 *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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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당화혈색소 군 간 혈액학적 변수들과의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모두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분산분석 결과 BMI의 경우 당화혈색소 제 1, 2, 3군에

서 모두 차이가 있었으며 연령에 있어서도 세 군 모두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제 1군에서 3군으로 갈수록 평균값은 증가하였다. 하지만 수축기혈압 

및 이완기 혈압에 있어서는 유의확률 값이 각각 0.552, 0.732로 유의수준보

다 커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수축기 혈압에 있어 1,3 군에서 유의

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완기혈압에 있어서는 세 군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혈액학적 특성에 해당하는 변수인 총 콜레스테롤 HDL, LDL콜레스테롤 중성

지방 및 공복혈당 모두 당화혈색소 세 군 사이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범주형 변수에 해당하는 식생활 습관 변수인 음주, 운동, 비만군에서 당화혈

색소 세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흡연에서는 유의확률 값이 0.080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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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A₁c
1 Group 

(〈5.0)

2 Group

(5.0-5.9) 

3 Group  

(≥6.0) 
F p-value

MEAN±SD

 BMI 23.34±3.07 23.50±3.26 24.38±3.34 34.72 <.0001*

 AGE 46.57±12.92 49.60±13.80 53.18±13.85 68.67 <.0001*

 SBP 123.61±20.93 125.03±22.24 125.40±20.68 2.38 0.092

 DBP 77.11±11.40 77.55±11.93 77.45±11.32 0.52 0.594

 T. Cholesterol 186.95±34.39 192.27±36.16 198.87±34.82 33.07 <.0001*

 HDL 51.53±12.04 49.85±11.79 46.74±10.07 52.04 <.0001*

 LDL 114.42±31.49 119.74±31.77 125.07±31.79 28.69  <.0001*

 Triglyceride 108.91±51.48 117.81±58.18 142.17±74.49 91.34 <.0001*

 Fasting

 glucose
92.78±11.82 94.84±12.31 97.18±12.27 38.01  <.0001*

n(%)

 Smoking(%)

3.75  0.024*
   Non-smoker 1147(92.87) 1561(90.81) 1014(93.20)

   Ex-smoker 24 (1.94) 32(1.86) 16 (1.47)

   Current-smoker 64(5.18) 126(7.33) 5 (5.33) 

 Drinking(%)

3.98  0.019*
   Non-drinker 552(44.70) 800(46.54) 552(50.74)

   Ex-drinker 37(3.00) 40(2.33) 23 (2.11)

   Current-drinker 646(52.31) 879(51.13) 513(47.15)

 Exercise(%)
12.95  <.0001*   No 1037(83.97) 1389(80.80) 823(75.64)

   Yes 198(16.03) 330 (19.20) 265(24.36)

 Obesity(%)

20.98 <.0001*
   Underweight 46(3.72) 68(3.96) 34(3.13)

   Normal 850(68.83) 1152(67.02) 624(57.35)

   Overweight 339(27.45) 499 (29.03) 430(39.52)

Table 15. Baseline characteristics by HbA₁c Level (Women)

 (n=4042)

*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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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혈액학적 변수에 있어 당화혈색소 세 군간 차이

는 모두 유의하였다. 분산분석 결과 BMI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당화혈색소 제 1-3군 및 2-3군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1-2군은 차이

가 없었다. 나이변수에 있어 제 1, 2, 3 군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제 1군에서 3군으로 갈수록 연령 또한 증가하는 것을 Table 15에

서 확인할 수 있다. 수축기 혈압에 있어 1, 3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이완기혈압에 있어서는 세 군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혈액학적 특성에 해당하는 변수인 총 콜레스테롤, 

HDL,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및 공복혈당 모두 당화혈색소 세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당화혈색소 군 간 식생활 습관과 관련된 변수와의 차이에 있어서 흡연, 음

주, 운동, 비만변수 모두, 당화혈색소 세 군과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Tabl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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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복혈당 정상군과 공복혈당 장애군에 따른 변수와 관련성

  공복혈당이 100mg/dl 미만인 경우는 정상군 군으로, 공복혈당이 

100-125mg/dl인 경우를 공복혈당 장애군으로 구별하였고, 대상자수는 공복

혈당 정상군은 5087(64.90%)명, 장애군은 2751(35.10%)명 이었다. 당뇨병을 

진단 받지 않은 군에서 정상군과 장애군의 평균을 비교 해본 결과 정상군의 

공복혈당의 평균은 87.95mg/dl로 8.6의 편차를 보였고, 공복혈당 장애군은 

108.10mg/dl으로 6.58의 편차를 보였다. 공복혈당 정상군과 장애군 사이의 

변수들 간의 차이를 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과 같다 (Table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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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ting glucose

(mg/dl)

Normal

(<100)

IFG

(100-125)
p-value

MEAN±SD

0.020*  Age 47.01±12.84 47.99±12.24

  BMI 23.17±2.78 23.97±2.97 <.0001*

  SBP 126.27±17.90 128.92±19.17 <.0001*

  DBP 80.84±11.13 82.45±11.94 <.0001*

  Total cholesterol 187.92±33.52 195.35±36.49 <.0001*

  HDL 46.43±11.93 46.02±11.36 0.2874

  LDL 113.11±31.55 118.74±33.44 <.0001*

  Triglyceride 144.04±73.93 157.06±74.96 <.0001*

  HbA₁c 5.20±0.59 5.38±0.61 <.0001*

n(%)

 Smoking(%)

0.974
   Non-smoker 434  (17.99) 246 (17.79)

   Ex-smoker 463  (19.19)  263 (19.02)

   Current-smoker 1516 (62.83)    874 (63.20)

 Drinking(%)

0.395  

 

   Non-drinker  311(12.89) 158(11.42)

   Ex-drinker  150 (6.22)  91 (6.58)

   Current-drinker  1952(80.90) 1134(82.00)

 Exercise(%)    

0.880      No 1776 (73.60) 1021 (73.83)

   Yes 637 (26.40) 362 (26.17 )

 Obesity(%)      
    

<.0001*

    

   Underweight 96 (3.98) 34 (2.46)

   Normal 1711(70.91) 863 (62.40)

   Overweight 606 (25.11) 486 (35.14)

Table 16.  Baseline characteristics by Fasting glucose normal 

group(Normal) and Impaired fasting glucose(IFG) group (Men)      

(n=3796)

 *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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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의 경우 공복혈당 정상군과 장애군 사이의 평균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나이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BMI, 혈압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혈액학적 변수들의 특성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총

콜레스테롤 및 LDL, 중성지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HDL은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또한 당화혈색소에서도 공복혈당 정상군은 평균 5.20±0.59, 

공복혈당 장애군은 5.38±0.61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식생활 습관 변수를 살펴보면 흡연 여부에 따라 공복혈당 정상군, 장애군의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음주 및 운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비만에서 공복혈당 정상군과 장애군의 p값이 

0.0001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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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ting glucose

(mg/dl)

Normal

(<100)

IFG

(100-125)
p-value

MEAN±SD

 Age 48.37±13.54 52.13±13.90 <.0001*

 BMI 23.36±3.12 24.33 ±3.41 <.0001*

 SBP 122.75±21.07 128.49±21.66 <.0001*

 DBP 76.59±11.43 78.95±11.79 <.0001*

 Total cholesterol 189.47±35.14 198.19±35.65 <.0001*

 HDL 50.01±11.65 48.57±11.38 0.0002*

 LDL 116.70±31.38 124.67±32.33 <.0001*

 Triglyceride 116.63±60.66 131.46±64.94 <.0001*

 HbA₁c 5.17±0.61 5.36±0.65 <.0001*

n(%)

 Smoking(%)

0.256
   Non-smoker 2474 (92.52) 1248 (91.23)

   Ex-smoker 42 (1.57)    30 (2.19)

   Current-smoker 158 (5.91) 90 (6.58)     

0.006*

 Drinking(%)     

   Non-drinker 1242 (46.45) 662(48.39)

   Ex-drinker  53 (1.98)    47 (3.44)

   Current-drinker  1379 (51.57) 659 (48.17)

0.158

 Exercise(%)

   No 2132 (79.73) 1117 (81.65)

   Yes  542 (20.27) 251 (18.35)

 Obesity(%)

<.0001*

   Underweight  105 (3.93) 43 (3.14)

   Normal  1848 (69.11)   778 (56.87)

   Overweight  721 (26.96) 547 (39.99)

Table 17. Baseline characteristics by Fasting glucose normal 

group(Normal) and Impaired fasting glucose(IFG) group (Women)   

(n=4042)

*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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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군의 경우 공복혈당 정상군과 장애군 군에서는 흡연과 운동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당화혈색소에서도 정상

군은 5.17±0.61, 장애군의 경우 5.36±0.65 로 두 군 간의 유의를 차이를 

보였다. 남성과 마찬가지로 흡연과 운동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으나 음주와 비만 변수에서는 0.0001미만의 유의 확률값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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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A₁c
1 Group 

(<5.0)

2 Group 

(5.0-5.9)

3 Group 

(≥6.0)
F

p-

value

Total

CVD No 98.60(2256) 98.11(3377) 97.20(2049)
5.68 0.003*

Yes 1.40 (32) 1.89 (65) 2.80 (59)

Men

CVD No 98.48(1037) 98.20(1692) 97.16(991)
2.65 0.071

Yes 1.52 (16) 1.80 (31) 2.84(29)

Women

CVD No 98.70(1219) 98.02(1685) 97.24(1058)

 3.19 0.041*

Yes  1.30 (16) 1.98 (34) 2.76 (30)

6. 당화혈색소 군에 따른 심뇌혈관 질환과의 관련성

  

Table 18. Prevalence of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CVD) by  HbA₁c  

level  

         % (n)

* P< 0.05

  당화혈색소 군 간 심뇌혈관 질환 차이를 살펴보면 Table 18과 같다. 제 2 

군의 대상자가 가장 많이 분포 되어있어, 심뇌혈관계 유병률을 비율로 보았

을 때, 제 1군에서 3군으로 갈수록 심뇌혈관 질환을 진단 받은 대상자는 증

가하였고 세 군 중 유병률은 제 3군이 가장 높았다. 세 군의 차이를 보았을 

p값이 0.00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 보았을 때 남성은 p값이 0.071%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여성의 경

우  p값은 0.041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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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ting glucose
Normal

(<100)

IFG

(100-125)
P-value

Total  

CVD No  98.03 (4987)  97.96 (2695) 
0.899

Yes 1.97 (100) 2.04 (56)

Men

CVD No 97.97 (2364)      98.05 (1356)
0.964

Yes 2.03 (49)     1.95 (27)

Women

CVD No 98.09 (2623) 97.88 (1339) 

0.734

Yes 1.91 (51)   2.12 (29)

7. 공복혈당 정상군과 비정상군의 심뇌혈관 질환과의 관련성

Table 19. Prevalence of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CVD) by 

fasting glucose group       

 % (n)

 * P< 0.05 

  공복혈당 군 간 심뇌혈관계 질환 유병률을 알아 본 결과, Table 19와 같

았다. 전체 대상자로 보았을 때 공복혈당 정상군과 장애군 간의 차이를 보

면 유의수준 0.899로 유의하지 않았고 남, 녀 성별로 보았을 때도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남, 녀 전체 군과 여성군에서 심뇌혈관 질환의 

유병률은 정상군 보다  공복혈당 장애군의 비율이 더 높았다. 공복혈당 군

에서 유의하지 않아, 나이에 따른 심뇌혈관 질환의 유병률을 비교해 본 결

과 Table 20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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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0. Prevalence of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CVD) by 

fasting glucose group according to age group    

% (n)

Fasting glucose
Normal

(<100)

IFG

(100-125)

P-value

Each age

group ¹⁾
(A, B)

Between age 

group ²⁾ 
(A↔B)

(A) Less than

    65 years
  

0.005*

CVD

No 64.73 (4339) 34.06 (2283)

0.922
Yes 0.81 (54) 0.40 (27)

Total
4393 2310

Prevalence: 1.21% (81 of 6703 people )

(B) More than

    65 years   

CVD

No 57.09 (648) 36.30 (412)

1.000
Yes 4.05 (46) 2.56 (29)

Total
694 441

Prevalence: 6.61% (75 of 1135 people)

※ ¹⁾ p-value for Each age group(A group, B group) according to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²⁾ p-value for between age group (A, B group) according to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 P< 0.05

  공복혈당 정상군과 비정상군의 군 간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Table 19를 

통해 보았다. 그래서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령의 

기준을 65세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하였을 때 공복혈당 정상군과 장애군의 p

값을 비교 해 본 결과는 Table 20과 같았다.

  A 군인 65세 미만의 군에서 공복혈당 정상군과 장애군의 군별 차이는 별

로 없었으며, 마찬가지로 B군인 65세 이상의 군에서의 공복혈당군의 심뇌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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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질환 유무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그리고 심뇌혈관 질환자는 공복혈당 

장애군 보다 정상군에서 더 많이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A와 B

군, 즉 65세 미만, 이상 군으로 연령에 따른 분류를 하였을 때, 공복혈당 

정상군과 장애군에 따른 심뇌혈관 질환을 진단 받은자는 p값이 0.005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20의 결과에 의하면 심뇌혈관 질환의 경우 공복혈당이 낮고, 높음

의 기준 보다는 연령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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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심뇌혈관계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혼란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주요설명변수인 당화혈색소군과 심뇌혈관 질

환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로지스틱 회기분석을 시행하기에 앞서 변수간의 상관성을 파악하고자,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고, BMI에 따라, 낮은 수치에서 높은 수치로 저체중, 정상, 

과체중으로 비만을 분류한 관계로 BMI와 비만군 간 다중공선성이 발견되어 

로지스틱 분석시 비만 군을 제외하고 BMI만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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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Analysis of the Affecting factor on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fasting glucose normal group)

Characteri

stics

Variable Group Model 1
p for trend

Model 2
p for trend

Model 3 p for 

trendOR(95%CI) OR(95%CI) OR(95%CI)

Demo

-graphic

Sex
Men 1.00

 0.072
1.00

0.072
1.00

0.076
Women 1.21(0.648-2.258) 1.21(0.644-2.255) 1.18(0.616-2.251)

Age

(year)

30-39 1.00

 <.0001*

1.00

<.0001*

1.00

 <.0001*
40-49 3.16(1.120-8.905) 3.13(1.109-8.820)  3.06(1.084-8.636)

50-59 5.07(1.836-14.004)  4.97(1.796-13.732) 4.70(1.684-13.095)

more than 60 17.23(6.781-43.797) 16.73(6.558-42.677) 15.46(5.879-40.669)

Lifestyle

Smoking

Non-smoker 1.00

0.745

1.00

0.719

1.00

0.698Ex-smoker 2.22(1.123-4.394) 2.19(1.104-4.345) 2.19(1.101-4.337)

Current-smoker 0.99(0.514-1.898) 0.97(0.504-1.865) 0.96(0.501-1.853)

Drinking

Non-drinker 1.00

0.122

1.00

0.119

1.00

0.123Ex-drinker 1.74(0.874-3.460) 1.78(0.890-3.547) 1.76(0.882-3.526)

Current-drinker 0.69(0.419-1.134) 0.69(0.417-1.129) 0.68(0.415-1.127)

Exercise No   1.00
0.426

1.00
0.456

1.00
0.450

Yes 1.13(0.698-1.816) 1.12(0.692-1.808) 1.12(0.693-1.811)

+ 1SD 1.29(1.059-1.580)  0.001* 1.29(1.055-1.576)  0.002* 1.26(1.026-1.554)  0.004*

Hemato

-logic 

F a s t i n g 

glucose
+ 1SD 1.11(0.743-1.647) 0.569 1.10(0.739-1.637) 0.588 1.09(0.732-1.620) 0.617

HbA₁c 1 group (<5.0) 1.00 1.00

 0.318

1.00

0.3692 group(5.0-5.9) 1.32(0.783-2.236) 1.32(0.779- 2.231)

3 group (≥6.0) 1.24(0.704-2.191)    1.23(0.697-2.185)

Physiologic
SBP + 1SD 1.02(0.844-1.231) 0.930

T.cholesterol + 1SD 1.12(0.918-1.375) 0.236 

C statistics 80.4 80.2 80.6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s.

 * P for trend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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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복혈당 정상군

  Table 21은 심뇌혈관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상군을 대상으로 로

지스틱분석을 시행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가. Model 1에 대한 분석

  Model 1은 성별과 연령, 식생활습관 특성으로는 흡연, 음주, 운동, BMI, 

그리고 혈액학적 변수인 공복혈당으로 변수를 통제하여 로지스틱 분석을 실

시했다. 분석 결과, 연령과 BMI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변수 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인구학적 특성 - 성별, 연령

  인구학적 특성에서 남성을 기준으로 여성에게서 심뇌혈관질환 Odds비는 

1.21배 높았으며, 통계학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연령에 있어서 

30대에 비해 60대에서 심뇌혈관계 Odds비는 17.23배나 높았으며 p for 

trend결과 p값은 0.0001로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왔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심혈관계 질환의 Odds비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B. 식생활습관 특성 - 흡연, 음주, 운동, BMI

  비흡연에 비해 과거흡연이 2.22배 현재 흡연은 0.99배로 통계학적으로 유

의하지는 않았다. 최근 3년간 금연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흡연자가 과거 

흡연으로 편향되어 나타나는 결과일 것으로 추정된다. 음주에 있어 음주를 



- 54 -

하지 않는 군보다 과거에 음주를 하였던 군이 1.74배 높았으며 현재음주군

은 심뇌혈관 Odds비가 0.69배였다. 음주 또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p=0.122). 운동에 있어서도 운동을 하지 않는 군보다 운동을 하는 군이 

심뇌혈관 질환 Odds비는 1.13배 높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p=0.426). BMI가 1kg/m² 증가할 때 마다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은 1.29배가 

증가하였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C. 주요 설명변수 - 공복혈당에 대한 해석

  공복혈당은 1mg/dl 증가 시 Odds비는 1.11로 유의하지 않았다. (p=0.569)

나. Model 2에 대한 분석 

  Model 1에 당화혈색소를 추가하여 분석한 것이다. 유의한 변수는 Model 1

과 마찬가지로 연령과 BMI였으며, 나머지 변수들은 유의하지 않았다. 

 A. 인구학적 특성- 연령, 성별

  남성 보다 여성에게 있어서 심혈관 Odds비가 1.21배 높았으며, 연령에 있

어 30대에 비해 40대는 3.13배, 50대는 4.97배, 60대에서의 심뇌혈관 Odds

비는 16.73배로 높았다. Model 1과 같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심뇌혈관계 

Odds비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의확률 값 0.0001미만으로 통계학

적으로 아주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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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식생활습관 특성 - 흡연, 음주, 운동, BMI

  흡연 여부에 따라 비 흡연군에 비해 과거흡연에서 2.19배, 현재흡연에서

는 0.97배 높았다. 음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과거음주가 현재 음주보다 

높았으며, 운동을 하는 군이 안하는 군 보다 1.12배 심뇌혈관 Odds비가 높

았다. 하지만 BMI가 1kg/m² 증가할 때 마다 심뇌혈관 질환의 Odds비는 1.29

배로 p값이 0.002 이었으며,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이는 Model 1의 결과와 

비슷했다.

 C. 주요 설명변수 - 공복혈당, 당화혈색소에 대한 해석

  공복혈당의 Odds비는 1.10 (p=0.588) 이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주요 설명변수 중 또 하나인 당화혈색소는 제 1군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2군에서 1.32배, 제 3군에서 1.24배로 높았으며, 3군보다 2군의 Odds비

가 높게 나타나 p for trend는 유의하지 않았다. (p=0.318)

다. Model 3에 대한 분석

  Model 2에 심혈관계 위험 요인인 수축기압과 총 콜레스테롤 값을 추가 분

석한 것으로, 마찬가지로 Model 1,2에서와 같이 연령, BMI에서 통계학적으

로 유의하게 나왔다. 

 A. 인구학적 특성- 연령, 성별

  Model 3 또한 Model 1, 2와 같이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남성보다 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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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계 Odds비는 1.18배 높았으며, 연령이 증가 할수록 Odds비는 증가하

였고,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 (p< .0001).   

 B. 식생활습관 특성 - 흡연, 음주, 운동, BMI

  흡연도 마찬가지로 앞의 결과와 같이 과거흡연이 제일 높은 Odds비(2.19

배)를 보였고 현재흡연은 0.96배로 과거흡연보다는 낮았다.

음주에 있어 과거음주 또한 1.76배 높았으며 현재 흡연군은 0.68배로 분석

되었다. 운동을 하지 않는 군보다 운동을 하는 군이 1.21배 심뇌혈관 비가 

높았으나 BMI를 제외하고는 식생활습관 특성의 유의 확률 값은 통계학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BMI에 있어서 1kg/m² 증가할 때 심뇌혈관 Odds비는 

1.26배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결과 값을 가졌다 (p=0.004)

 C. 주요 설명변수 - 공복혈당, 당화혈색소에 대한 해석

  공복혈당 1mg/dl 올라갈수록  1.09배의 Odds비를 보였고, p값은 0.617로 

유의하지 않았다. 당화혈색소 군 또한 p값은 0.369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제 

1군보다 2군에서 1.32배의 Odds비를 보였고 3군에서는 1.23배의 Odds비를 

보였다. 주요 설명변수인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 변수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Model 1,2와 비슷하였다.

라. Model의 적합도에 대한 분석

  Table 21의 정상군에 따른 심뇌혈관 질환의 로지스틱 분석의 적합도를 C

통계량 값을 통해 비교 해 본 결과 Model 1에서는 80.4%의 설명력을 얻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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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2에서는 80.2% Model3에서는 80.6%의 설명력을 얻었다. 공복혈당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당화혈색소를 추가하였을 때 설명력이 0.2%정도 떨어졌으

며, Model 3에서 수축기압과 총 콜레스테롤을 변수로 추가했을 때는 Model 

1보다 0.2% 높은 C통계량 값을 보였다. 아카이케 정보량(AIC) 985.88로  

-2LOG L값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므로(p<.0001) Model이 적합함을 알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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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Analysis of the Affecting factor on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Total study population)

Characteri

stics

Variable Group Model 1
p for trend

Model 2
p for trend

Model 3
p for trend

OR(95%CI) OR(95%CI) OR(95%CI)

Demo

-graphic

Sex
Men(standard) 1.00

0.131
1.00

0.134
1.00

0.391
Women 1.32(0.807-2.144) 1.31(0.803- 2.138) 1.48(0.890-2.448)

age

(year)

30-39 1.00

<.0001*

1.00

<.0001*

1.00

 <.0001*
40-49 4.04(1.495-10.913) 3.98(1.471-10.743) 3.85(1.424-10.420)

50-59 8.10(3.095-21.189) 7.92(3.027-20.745) 7.25(2.753-19.103)

More than 60 26.02(10.447-64.816) 24.90(9.977-62.144) 21.00(8.261-53.394)

Lifestyle

Smoking

Non-smoker 1.0

0.369

1.00

0.390

1.00

0.404Ex-smoker 2.14(1.232-3.724) 2.15(1.233-3.735) 2.12(1.224-3.686)

Current-smoker 1.37(0.833-2.238) 1.36(0.831-2.237) 1.35(0.824-2.210)

drinking

Non-drinker 1.0

0.120

1.00

0.122

1.00

0.106Ex-drinker 1.76(1.017-3.040) 1.80(1.039-3.114) 1.75(1.011-3.041)

Current-drinker  0.75(0.503-1.115) 0.75(0.505-1.118) 0.74(0.496-1.102)

Exercise No 1.0
0.445

1.00
0.483

1.00
0.468

Yes 1.11(0.751-1.634) 1.09(0.736-1.605) 1.09(0.741-1.617)

+ 1SD 1.27(1.085-1.487)   0.0001* 1.26(1.072-1.473)  0.0002* 1.23(1.044-1.443)  0.001*

Hemato

-logic 

F a s t i n g 

glucose 
+ 1SD 0.93(0.757-1.137) 0.445 0.92(0.747-1.124) 0.339 0.91(0.740-1.115) 0.301

HbA₁c 1 group  (〈5.0)  1.00

0.124 

1.00

 0.0992 group(5.0-5.9) 1.16(0.751-1.796) 1.18(0.761-1.822)

3 group  (≥6.0) 1.37(0.876-2.151)      1.42(0.902-2.225)

Physiologic
SBP + 1SD 1.16(1.006-1.339) 0.080

T.cholesterol + 1SD 1.00(0.846-1.173) 0.899     

C statistics 80.4 80.5 80.8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s.

 * P for trend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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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체대상자 (공복혈당 장애군 포함)

  Table 22는 심뇌혈관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상군과 공복혈당 장애

군 즉, 당뇨병 진단을 받지 않은 군인 연구대상자 전체를 로지스틱분석을 시

행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가. Model 1에 대한 분석

  Model 1은 성별과 연령, 식생활습관 특성으로는 흡연, 음주, 운동, BMI, 

그리고 혈액학적 변수인 공복혈당으로 변수를 통제하여 로지스틱 분석을 실

시했다. 분석 결과, 정상군과 마찬가지로 연령과 BMI에서 통계학적으로 유

의한 결과를 얻었다. 

 A. 인구학적 특성 - 성별, 연령

  인구학적 특성에서 남성을 기준으로 여성에게서 심뇌혈관질환 Odds비는 

1.32배 높았으며, 통계학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p=0.131). 하지만 연령

에 있어서 30대에 비해 60대가 심뇌혈관계 Odds비는 26.02배나 높았으며 p 

for trend결과 p값은 0.0001로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 즉, 정상군

과 마찬가지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심혈관계 질환의 Odds비는 증가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정상군보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Odds비가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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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식생활습관 특성 - 흡연, 음주, 운동, BMI

  비흡연에 비해 과거흡연이 2.14배 현재 흡연은 1.37배로 통계학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p=0.369). Table 22는 현재 흡연군 또한 정상군의 로지스틱

분석보다 보다 약간씩 Odds비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음주군에서는 음

주를 하지 않는 군보다 과거에 음주를 하였던 군이 1.76배 높았으며 현재음

주군은 심뇌혈관 Odds비가 0.75배였다. 음주 또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120). 운동에 있어서도 운동을 하지 않는 군보다 운동을 하는 

군이 심뇌혈관 질환 Odds비는 1.11배 높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

았다(p=0.445). 운동을 하는 군은 Table 21의 정상군 로지스틱분석에서의 

결과보다 Odds비가 낮게 나왔다(정상군:1.13배, 전체:1.11배). BMI에 있어 

1kg/m² 증가할 때 마다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은 1.27배가 증가하였고 통계

학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p=0.0001).

 C. 주요 설명변수 - 공복혈당에 대한 해석

  주요 설명변수인 공복혈당은 1mg/dl 증가 할 때 마다 Odds비는 0.93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0.445)

나. Model 2에 대한 분석 

  Model 1에 당화혈색소를 추가하여 분석한 것이다. 유의한 변수는 Model 1

과 마찬가지로 연령과 BMI였고, 나머지 변수들은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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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인구학적 특성- 연령, 성별

  남성 보다 여성에게 있어서 심혈관 Odds비가 1.31배 높았으며, 연령에 있

어 30대에 비해 40대는 3.98배, 50대는 7.92배, 60대에서의 심뇌혈관 Odds

비는 24.90배로 높았다. 성별, 연령 모두 정상군에 비해 Odds비는 증가하였

다.

B. 식생활습관 특성 - 흡연, 음주, 운동, BMI 

  흡연 여부에 따라 비흡연군에 비해 과거흡연에서 2.15배, 현재흡연에서는 

1.36배 높았다. 정상군에 비해 과거흡연은 Odds비가 감소하고 현재흡연의 

Odds비는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음주유무에 따른 변수의 Odds비는 

마찬가지로 과거음주가 현재 음주보다 높았으며, 운동을 하는 군이 안하는 

군 보다 1.09배 심뇌혈관 Odds비가 높았다. 하지만 BMI가 1kg/m² 증가할 

때 마다 심뇌혈관 질환의 Odds비는 1.26배, p값은 0.0002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이는 Model 1의 결과와 비슷하였다.

 C. 주요 설명변수 - 공복혈당, 당화혈색소에 대한 해석

  공복혈당의 Odds비는 0.92로(p=0.339) 심뇌혈관 질환과의 관련성이 낮았

으며, 당화혈색소 제 1군에 비해 2군이 1.16배, 3군에서는 1.37배로 통계학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p=0.124), 당화혈색소가 증가할수록 Odds비는 증

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 62 -

다. Model 3에 대한 분석

 

  Model 2에 수축기압과 콜레스테롤 값을 추가 분석한 것으로, 마찬가지로 

Model 1, 2에서와 같이 연령, BMI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나왔다. 

 A. 인구학적 특성- 연령, 성별

  Model 3 또한 Model 1, 2와 같이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남성보다 여성이 

심혈관계 Odds비는 1.48배 높았으며, 연령이 증가 할수록 Odds비는 증가하

였다. (p<.0001)   

 B. 식생활습관 특성 - 흡연, 음주, 운동, BMI

  흡연도 마찬가지로 앞의 결과와 같이 과거흡연이 높은 Odds비(2.12배)를 

보였고 현재흡연은 1.35배로 과거흡연보다는 적게 나타났다.

음주에 있어 과거음주 또한 1.75배 높았으며 현재 흡연군은 0.74배로 분석

되었다. 운동을 하지 않는 군보다 운동을 하는 군이 1.09배로 심뇌혈관 비

가 높았으나 식생활습관 특성의 유의 확률 값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BMI가 1kg/m² 증가할 때 심뇌혈관 Odds비는 1.23배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결과 값을 가졌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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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주요 설명변수 - 공복혈당, 당화혈색소에 대한 해석

  공복혈당 1mg/dl 올라갈수록  0.91배의 낮은 Odds비를 보였고, p값은 

0.301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심뇌혈관 질환과의 관련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당화혈색소 군 또한 p값은 0.099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제 1군보다 2

군에서 1.18배의 Odds비를 보였고 3군에서는 1.42배의 Odds비를 보였다. 정

상군보다 공복혈당 장애군이 포함된 전체를 대상으로 한 로지스틱 분석에서

는 당화혈색소가 증가함에 따라 Odds비가 증가하는 뜻 깊은 결과를 얻었다. 

라. Model의 적합도에 대한 분석

  정상군과 공복혈당 장애군을 모두 분석한 Table 22의 로지스틱 분석결과

의 Model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odel 1에서의 C통계량 값은 80.4%, 당화혈색소를 추가 변수로 분석한 

Model 2는 80.5%,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을 추가한 Model 3은 80.8% 의 

설명력을 얻었다. Model 1에서 3으로 갈수록 Model의 적합도는 증가하였고,  

아카이케 정보량(AIC)은 1532.94로 정상군의 AIC값인 985.88보다 증가하였

고, -2LOG L값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므로(p<.0001) Model이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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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 찰

1. 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

  본 연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 16조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건강 및 영양 상

태에 관한 국가 승인통계인 국민 건강영양 조사 자료의 원시자료를 이용하

였다. 

1) 연구대상자 선정

가. 공복혈당

‘당뇨병을 의사에게 진단 및 치료 받은 자’및‘공복혈당을 126mg/dl 이상

은 제한’하여 연구자를 선정하였다. 즉 당뇨병을 진단 받지 않았고, 공복

혈당이 126mg/dl 미만인 자(공복혈당 장애군 포함)를 선정하였다. nichols 

GA.(2008) 및 Tirosh A.(2005) 등은 공복혈당에 의한 당뇨병 진단의 신뢰도

가 떨어지고, 공복혈당 검사결과 126mg/dl 미만인 사람들에게서도 당뇨병 

발생 위험도가 높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공복혈당을 다시 정상군과 공복혈

당 장애군으로 분류하여, 당뇨병을 진단 받지 않았지만, 공복혈당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정상군과의 심혈관 질환의 관련성을 보려고 하였다. 

또한 당 대사 장애는 심혈관 질환의 중요한 위험 요인 중의 하나이므로, 심

뇌혈관 질환 위험요소를 통제하기 위해 위와 같이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시

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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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화혈색소 

  Gareth williams(2006) 는 당화혈색소는 공복혈당 장애 등 ‘경계성 당뇨

병’으로 간주되는 이러한 범주들은 당뇨병과 다르게 미세혈관 질환과 관련

은 없지만, 심혈관 질환의 위험은 증가한다는 연구를 밝힌 바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 중 당뇨병을 진단 받지 않은 대상자가 당화혈

색소 결과가 높은 군일 수록 심뇌혈관질환 유병률과 관련성을 보려고 하였

다. 또한 당화혈색소는 적혈구 이상 질환에 영향을 받는 검사로 빈혈을 진

단 받은 사람은 제외시켰다.

2) 변수통제

  ① 생물학적 특성 변수인 키와 몸무게의 측정값으로 체질량 지수를 계산

하였고, 수축기, 이완기 혈압은 반복된 측정값을 평균을 내어 신뢰도를 높

였다.

  ② 혈액학적 특성 중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인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을 선정하였고,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서 제 1,2기 자료와 4차 자료의 

LDL의 측정방법이 달라 프리드 왈드 공식에 의해 검사 결과 값을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③ 식생활 습관 특성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의 범주가 각각 다르게 

설정되어 흡연, 음주, 운동, 비만을 둘, 또는 셋으로 통합하여 비슷하게 범

주화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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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변수간의 상관성을 파악하고자, 회귀분석을 시행하였고 BMI에 따라, 

낮은 수치에서 높은 수치로 저체중, 정상, 비만으로 비만 유무를 분류한 관

계로 BMI와 비만 군 간 다중공선성은 발견되어 로지스틱 분석시 비만 군을 

제외하고 BMI만 로지스틱 분석시 사용하였다. 

  ⑤ 대부분의 심뇌혈관질환 연구에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로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LDL 콜레스테롤을 함께 분석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는 총 콜레스테롤만 로지스틱 분석시 사용하였다. 

  ⑥ Table 11에서 보면 심뇌혈관 질환 유무에 따른 변수의 특성을 보면 수

축기 혈압은 심뇌혈관 질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이완기혈

압은 여성에게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30년간 진행된 Framingham 연구

결과 DBP보다는 SBP가 더 중요한 위험인자라는 사실을 발표했기 때문에 모

델 3의 최종 로지스틱 분석시 이완기 혈압만 추가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SBP가 120mmHg에서 160mmHg로 상승하면 심혈관의 발생률이 남성에게서는 

8.7%에서 13.7%로 증가하며 여성에서는 5.5%에서 9.2%로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다.    

3) Model구축

  공복혈당 정상군과 전체대상자로 분류하여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와 심뇌

혈관 질환과의 관련성을 비교하였다.

가. 공복혈당 정상군과 전체대상자 비교

  공복혈당 정상군은 공복혈당이 100mg/dl 미만, 즉 공복혈당 장애군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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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시킨 군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체대상자는 비당뇨군 즉,‘당뇨병을 진단 

받지 않은 자’를 뜻하지만 공복혈당 장애군이 포함된 군이다. 이 두 군의 

심뇌혈관 질환과의 관련성을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 검사를 추가함으로써 

Model의 C통계량 값을 통해 Model의 설명력을 알아보았다.

  Model 1에서는 연령, 성별, 식생활습관, 그리고 공복혈당을 로지스틱으로 

분석하였고, Model 2는 당화혈색소를 추가하여 분석하였고, Model 3은 심뇌

혈관의 위험요인에 해당하는 수축기혈압과, 총콜레스테롤을 추가로 분석하

였다. 

  즉, 본 연구의 주 목적은 심뇌혈관 질환의 관련성을 공복혈당, 당화혈색

소하나씩 추가 하면서 Model의 설명력을 보고 심뇌혈관 질환과의 관련성을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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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본 연구는 당뇨병을 진단 받지 않은 정상 및 공복혈당 장애군의 심뇌혈관 

질환과 당화혈색소 검사의 관련성에 대해 분석하여, 공복혈당 검사 보다는 

선별검사로서의 당화혈색소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당화혈색소가 심뇌혈관 질

환의 위험요인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인자임을 확인하여, 궁극적으로 당화

혈색소가 높은 군의 심뇌혈관 질환의 조기 진단 및 당화혈색소를 정상 범위 

안에서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제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당화혈색소와 심뇌혈관 질환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남녀 대상자는 총 7838명으로 남성은 3796명, 여성은 4042명으로 남녀 대

상자수의 차이는 비슷하게 분포되었고, 심뇌혈관 질환 유병률은 남성은 76

명, 여성은 80명, 남녀 총 합계 156명으로, 유병률은 1.99%였으며, 남녀 군

의 차이는 p값이 1.00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요인 별 변수 나이, 비만유무, 수축기 혈압, 당화혈색소에서 남,녀 모두 

심뇌혈관 질환 유무에 따른 통계학적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Grundy(1999) 

등이 말한 혈관질환 위험요인은 연령, 고 콜레스테롤혈증, 고혈압, 당뇨, 흡

연 등이라고 말한 것과 비슷했다.47)

하지만 콜레스테롤 수치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통계학적인 유의한 차이를 보

였고, 공복혈당은 남녀 군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흡연에 대해

서도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단면연구라는 특성상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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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화혈색소 군에 따른 변수와의 관련성

  Table 14, 15에서 당화혈색소를 제 1, 2, 3군으로 나누어 변수들의 관련성

을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 BMI, 연령, 콜레스테롤, 공복혈당, 음주, 비만 

변수에서 세 군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당화혈색소가 증가함에 따라 평

균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Sung(2007)의 40세 이상의 한국인 22465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당화혈색소가 높은 군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인

자의 유의한 증가가 관찰되었다는 보고와도 일치하였다.48)  

  당화혈색소는 연령, BMI,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콜레스테

롤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HDL콜레스테롤과의 유의한 음의 상

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Kim(2008)이 연구한 결과 중 혈압을 제외하고는 

내용이 일치하였다.49) 

3) 공복혈당과 변수와의 관련성

  공복혈당 정상군과 장애군을 비교해 본 결과 변수와의 관련성은 당화혈색

소와 변수들 간의 관련성 분석의 결과와 동일하였다. 연령, BMI, 수축기, 이

완기혈압, 총 콜레스테롤, HDL, LDL, 중성지방, 당화혈색소에서 두 군 간 의 

차이가 유의하게 관찰되었고, 식생활 습관 변수에서는 비만이 유일하게 차이

가 있었다. Boston Puerto Rican Health Study를 기반으로 한 Maria 

I.(2011)의 연구에서 1287명의 45-72세의 성인을 대상으로 공복혈당 정상군, 

공복혈당장애, 그리고 제 2형 당뇨병을 진단 받은 사람으로부터 심혈관 질환 

유병률을 분석한 결과 공복혈당 정상군은 37%, 장애군은 24%, 제 2형 당뇨병 

진단 군은 39%로 당뇨병을 진단 받은 사람이 심혈관 질환 유병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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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군의 심혈관 질환의 위험요소 별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남성 보다 여성 

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복부비만과, 혈당조절을 하지 않아 당화혈색

소가 7.0%이상인 군에서 심혈관 질환 유병률이 높았다. HDL 콜레스테롤이 낮

고, 중성지방이 높은 군, 그리고 수축기, 이완기 혈압이 높은 군에서 통계학

적으로 유의하게 질환과의 관련성이 있었다.50) 이 연구 결과에서 보여 지듯

이 본 연구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공복혈당 정상군보다 장애군에서 BMI, 혈

압, 총 콜레스테롤, LDL, 중성지방, 당화혈색소의 평균이 높았으며, HDL의 

경우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당화혈색소와 공복혈당과의 상관관계

  Ken Sikaris (2009)가 7365명을 대상으로 당화혈색소와 공복혈당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한 결과 상관계수는 0.50 (p<.001)으로 분석하였고,  

혈당수준의 평균은 당화혈색소를 대표할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51)

  본 연구에도 당화혈색소와 공복혈당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

는 0.183으로 낮은 상관성을 보였으나, p값은 <.0001로 유의하게 나왔고, 연

령과 BMI를 통제한 상태에서의 이들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상관계수는 0.146

으로 p값은 <.0001로 유의하게 나왔다. 선정 대상이 당뇨병을 제외하였기 때

문에 상관성이 적게 나오는 것으로 해석된다. 

5) 심뇌혈관 질환과 당화혈색소의 관련성 분석

  

  Table 18을 보면 전체 대상자 중 당화혈색소가 낮은 군에서 높은 군으로 

갈수록 심뇌혈관 질환의 유병률은 증가하였고, 성별로 보았을 때, 여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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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Elizabeth Selvin(2010) 등이 ARIC(The 

Atherosclerosis Risk in Communities)를 통해, 15792의 중년 성인을 대상으

로 한 15년 동안의 코호트 연구에서 당뇨병을 진단받지 않은 성인에게서 당

화혈색소가 증가할수록 관상동맥 및 뇌혈관 질환의 Odds비는 증가하는 경향

을 보인바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 또한 증가하는 경향이 일치하였다.     

또한 Blake 등이 이야기한 Women's Health study에서 코호트를 대상으로 시

행한 전향적 연구에서 당뇨병이 없는 여성에서 기저 당화혈색소치가 높은 최

상위 군이 낮은 최하위 군에 비하여 심혈관 질환 발생의 상대 위험도가 2.25

라고 보고하였고,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52)

6) 심뇌혈관 질환과 공복혈당의 관련성 분석

  Gareth Williams(2006)는 공복혈당 장애에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은 증가한

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공복혈당 정상군과 장애군의 군 간 심뇌혈관

계 질환의 차이는 없었다. 연령별로 분류하였을 때, 65세 미만과 이상 군에

서 공복혈당 정상군과 장애군의 심뇌혈관 유병률을 살펴보면, 65세 미만은 

1.21%, 65세 이상은 6.61%의 차이를 보였고, 유의확률 값이 0.005로 아주 유

의한 결과를 얻었다. 이는 심혈관 질환 요인 중 연령이 증가할수록 질환의 

발생률이 증가하는 당연한 결과에서 오는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7) 심뇌혈관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① 공복혈당 정상군

  공복혈당이 100mg/dl 미만으로 정상 범위에 있는 대상자의 심뇌혈관 질환 

유병률은 156명 중 100명으로 정상군의 1.97%였으며, 공복혈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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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25mg/dl인 대상자, 즉 공복혈당 장애군에서의 심뇌혈관 질환 유병률은 

56명으로 장애군 2.04%의 분포를 보였다.  

  정상군의 경우 심뇌혈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

는 연령과 BMI였으며, 이는 공복혈당 장애군에서도 마찬가지의 결과였다. 연

령이 증가 할수록 Model 1, 2, 3에서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30대보다 

60대가 15.46배로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은 증가하였다.

미국의 Frammingham Study, 독일의 코호트 연구인 PROCAM (prospective 

cardiovascular Munster), 스코틀랜드의 연구 (Assman, 1993)인 53) WOSCOPS 

(the West of Scotoland coronary prevention study), 그리고 영국에서는 

BRHS (British regional heart study) (Shaper 등., 1986)54) 이 연구들 중 

공통적인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는 연령, 고혈압, 흡연력이며, 가족력, 

고지혈증 등도 위험인자로 연구되었다. 이미 여러 연구에서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로‘연령’은 중요한 인자임을 밝히고 있고,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성별로 보았을 때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남성보다 여성에게

서 Odds비가 높게 나왔으며, 심뇌혈관 질환자 중 여성의 평균 나이는 61.98

로 이미 폐경이 된 나이였다.『한국지질학회 및 대한동맥경화학회 추계공동

학술대회 심포지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폐경 전 여성에 있어서는 같은 

연령군의 남성에 비해 심혈관 질환이 적지만, 폐경의 시작과 더불어 심혈관 

질환은 증가된다고 하였다. 특히 조기에 폐경 된 여성은 같은 연령의 여성에 

비해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2∼4배 증가되며, 40∼55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도 폐경이 된 여성은 폐경이 되지 않은 여성에 비해 관상동맥 

질환을 포함한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빈도가 유의하게 높다고 발표하

였다. 폐경 전 여성이라도 관상동맥 질환을 가진 여성은 정상 대조군에 비해 

혈중 estrogen농도와 혈관벽 내 estrogen 수용체가 유의하게 낮다고 보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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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식생활 습관변수 중 흡연은 대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으

나, 본 연구에서는 과거 흡연군이 현재흡연군에 비해 Odds비가 높게 나왔다. 

2005년 국민건강영양 조사에서 제시한 남녀 전체 흡연률을 보면 1989년 전체 

36.0%에서 2005년 28.9%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금연 열풍으로 금

연률은 더욱 증가하여, 현재 흡연군이 과거 흡연군으로 편향된 결과로 해석

될 수 있다. 

  그리고 BMI가 1편차(kg/m²)증가할 때마다 심혈관 Odds비는 1.26배 증가하

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eiris An(1986), Okosun IS(1998), Pouliot 

MC(1994), 등은 비만은 관상동맥 질환, 뇌졸중, 그리고 사망률이 증가를 초

래한다고 밝히고 있어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 한다.

  공복혈당이 정상범위 안에 있는 군에서 연구의 주요 설명변수인 당화혈색

소는 제 1군보다, 2군에서 1.32배 높았으나 3군에서 1.23배로 감소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는 Robert J. Adams (2009)가 2730명을 대

상으로 평균 3.5년을 추적한 코호트연구와 같은 결과다. 이 연구에서도 당화

혈색소를 세 군(5.3미만, 5.4-5.6, 5.7이상)으로 분류하여 기준 군보다 중간

군에서 Odds비가 2.5배, 높은 군에서 1.9배로 낮게 나타났다.55)

  Model 1에 당화혈색소를 추가분석한 결과 Model의 설명력은 80.4%에서 

80.2%로 감소하였으며, Model 3에서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인 수축기혈압

과 총콜레스테롤을 추가한 결과 80.6%로 증가하였다. 고혈압과 이상 지질혈

증은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중의 하나로 Model에 추가분석함으로써 설득

력을 얻었다.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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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혈당이 100mg/dl 미만인 정상군에서는 Model 2에서 당화혈색소를 추가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② 공복혈당 정상군과 장애군 (전체 대상자)

  심뇌혈관 질환과 관련성을 전체 대상자(공복혈당 장애군)를 통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22에서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심뇌혈관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과 BMI였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심뇌혈관 질환의 

Odds비는 30대에 비해 60대에서 21배로 높았고, BMI가 1편차(kg/m²)증가할 

때, 1.23배의 Odds비를 보였다. 공복혈당 정상군과 달라진 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주요 설명 변수인 공복혈당의 Odds비가 정상군보다 

1.09배에서 0.91배로 감소하였고, 당화혈색소는 낮은 군에서 높은 군으로 갈

수록 Odds비의 증가를 보였다. 즉, 당화혈색소가 5.0% 미만인 군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5.0-6.0%미만인 군인 제 2군은 기준 군보다 1.18배 6.0%이상인 

군은 1.42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Elizabeth Selvin(2010)이 발표한 논문의 결과와 유사하

다.  11092명의 당뇨병, 심혈관 질환을 진단받지 않은 대상자를 바탕으로 한 

코호트연구에서 추적기간 중 발생한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Odds비를 분석한 

것으로, 당화혈색소를 다섯 군 중 (5.0%미만, 5.0-5.4% (기준), 5.5-5.9%, 

6.0-6.4%, 6.5%이상) 관상동맥질환의 Odds비는 기준 집단에 비해 1.25배, 

1.88배, 2.46배로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01).  또한 허

혈성 뇌졸중에서도 기준집단에 비해 1.16배, 2,19배, 2.96배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Model 1에 당화혈색소를 추가분석한 결과 Model의 설명력은 80.4%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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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로 증가하였으며, Model 3에서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인 수축기혈압

과 총콜레스테롤을 추가한 결과 80.8%로 증가하였다. 고혈압과 이상 지질혈

증은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중의 하나로 Model에 추가분석함으로써 설득

력을 얻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당뇨병이 없는 일반 인구에서 심뇌혈관 질환의 관련성과 당화혈

색소가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공복혈당은 심뇌혈관 질

환과의 관련성이 떨어지나, 당화혈색소는 변수를 보정한 후에 심뇌혈관질환

의 위험요인과 예측인자로서의 Odds비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통

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에 당화혈색소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

며,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정도를 사정하는 도구로 이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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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 연구는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가 심뇌혈관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고자  당뇨병을 진단 받지 않은 성인 3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국민

건강영양조사 자료 중 제 1, 2, 4기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심뇌혈관 질환 유병률은 전체 대상자 7838명중 156명으로 1.99%의 유병률을 

보였다. 

 연구결과 심뇌혈관 질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과 BMI였으

며, 주요설명 변수 중의 하나인 당화혈색소를 Model에 추가 한 후에도 

Model의 설명력은 증가하였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당화혈색

소 제 1군 (5.0미만), 제 2군(5.0-6.0미만), 제 3군(6.0이상) 군에서 기준 

군인 제 1 군보다, 1.18배, 1.42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공복혈

당에 있어서 공복혈당 장애군을 포함한 전체 대상자를 대상으로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복혈당 정상군만 분석할 때보다, Odds ratio는 1.09

배에서 1보다 작은 0.91배로 관련성이 떨어졌다.

심뇌혈관 질환에 위험요인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은, 연령과 BMI

의 증가는 심뇌혈관 질환의 Odds비는 증가시키는 양상을 보였다.

 연령이 증가 할수록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복부비만과 함께 개인 

수준에 맞는 적정 체질량 지수를 이해하고 체중관리를 꾸준히 해야 할 것이

며, 더불어 당대사 이상을 관찰할 수 있는 정기검진을 실시하여, 심뇌혈관 

질환의 이환에 적극 대처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당화혈색소의 증가에 따

른 심뇌혈관 질환의 Odds비 증가는 Elizabeth shelvin(2010)이 발표한 결론

과 유사하다. 본 연구를 통해 당뇨병 진단을 받지 않은 성인에게서 당화혈

색소가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을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인자로의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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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단면연구로 변수와의 단순 심뇌혈관 질환과의 관련성을 보는 것

이며, 관련성 및 인과관계를 알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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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Sun Ha Jee, PhD, MHS)

Background and purpose

   Glycosylated hemoglobin(HbA₁c) is a good indicator of the status of 

serum glucose level for the recent two to three months and a good index 

for diabetes diagnosis and treatment. Recently, numerous studies have 

concluded that an increased level of HbA₁c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risk of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CVD) and that prediabetes such 

as IFG(Impaired fasting glucose) without diabetes and IGT(Impaired 

glucose tolerance) have developed into microvascular and macrovascular 

complications. However, among them, inconsistent findings have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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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ed so that further studies were needed.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will test the hypothesis that HbA₁c is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risk of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s for those 30 years 

old or above.

      

Methods and materials

 This study analyzed data from 7838 people aged 30 or more without 

diabetes and anemia who had HbA₁c measurements in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98, 01, 07-Part 1), a cross-sectional and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the South Korea population. Data 

analysis was done on the SAS 9.1.

  Subjects of this study have been limited only to those without 

diabetes. They were divided into two large groups which include fasting 

glucose group and HbA₁c one. Again, fasting glucose group was 

sub-divided into IFG(Impaired fasting glucose) group and fasting 

glucose normal one while HbA₁c group was broken down into three groups 

with the level of reference over 5.0, 5.0-6.0, and over 6.0 

respectively. 

  Baseline demographic and laboratory data were demonstra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for continuous variables and as frequencies 

for categorical variables by t-test and X2 Test. Logistic analyses were 

also used to determine the association of HbA₁c and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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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Of the 7838 people in this study, CVD was diagnosed from 156 people 

(1.99%). This result is signigicant in that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turns out to be associated with BMI, AGE statistically.

  In addition, HbA₁c(main explanatory variable) in logistic analysis 

(model 2) increased C-statistics by 0.1%, from 80.4% to 80.5%. As for 

the three subgroups of HbA1c group, the more the level of reference, 

the greater the multivariable-adjusted odds ratio (with 95% CI) was  

1.16(0.751-1.796) 1.37(0.876-2.151), respectively. But it's not 

significant statistically.

Conculu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association between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and HbA₁c in nondiabetics adults.        

  As a result of this study, fasting glucose turns out not to be 

associated with CVD. However, HbA₁c level increases the risk of CVD 

risk odds ratio linearly. But this is not significant in models with 

adjustment for fasting glucose, BMI, SBP, total cholesterol.

  Thus, further studies on HbA₁c are needed so that this can be used to 

evaluate the risk of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Keywords: HbA₁c,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Fasting gluc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