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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국민건강 영양조사자료(1998)를 토대로 미국당뇨병 

학회(American Diabetes Association)의 진단기준(1997)에 의해 당

뇨병과 공복혈당장애의 성별 유병률을 추정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소 식사습관 및 과일섭취량을 조사함과 동시에, 식사습관 및 과일

섭취량과 당뇨병 및 공복혈당장애의 유병률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1998.11.1~12.30까지 시행된 국민건강 영양조사 자

료를 이용하였으며, 조사는 전국을 대표하는 12,189가구의 전체 가

구원 39,331명 중 건강검진을 실시한 20세 이상의 인구 7,962명과 

식품섭취조사를 실시한 11,267명 중 20세 이상의 인구 8,16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당뇨병과 공복혈당장애 유병률은 남·녀 모두에서 연령이 많

을수록 높았고, 남성의 유병률이 여성보다 높았다. 공복혈당을 기준

으로 분석한 당뇨병 유병률은 여성은 60-69세 군의 유병률이 

15.92%로 가장 높았고, 남성은 50-59세 군에서 18.21%로 가장 높

았다. 당화혈색소를 기준으로 분석한 당뇨병 유병률은 여성은 60-

69세 군에서 11.99%, 남성은 50-59세 군에서 11.96% 였다. 공복

혈당장애의 유병률은 여성은 70세 이상 군에서 19.87%로 가장 높

았고, 남성은 60-69세 군에서 16.53%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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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섭취 및 식사습관과 당뇨병 및 공복혈당장애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공복혈당을 기준으로 한 경우 여성에서 당류섭취량이 

증가하면 당뇨병의 위험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결과가 해석되었으나, 

대상자 중 당뇨병에 이환된 경우를 제외하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당화혈색소를 기준으로 분석한 경우 남성에서 당뇨병 포

함군과 제외군 모두에서 결식끼니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역상관

을 보였으며, 여성에서는 당뇨병 포함군에서 과일 섭취량이 유의하

였으나 제외군에서는 유의하지 않았고, 결식끼니는 당뇨병 포함군과 

제외군 모두에서 유의한 역상관을 보였다. 

 

3.  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을 당뇨병 군으로 정의하였을 

때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성은 연령,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

방, 고혈압, 허리·엉덩이 둘레비(WHR) 이었으며, 여성은 연령, 중성

지방, 고혈압이었다. 당화혈색소가 6%를 초과한 군을 당뇨군으로 

정의하였을 때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성은 연령, LDL 콜레

스테롤, 중성지방, 허리·엉덩이 둘레비(WHR) 이었고, 여성은 연령, 

교육수준,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혈압, 허리둘레, 허리·엉덩이 

둘레비(WHR) 였다. 공복혈당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성은 

연령, 중성지방, 허리·엉덩이 둘레비(WHR), 신체질량지수(BMI) 이

었고, 여성은 연령, 중성지방 이었다.  

본 연구에서 단면적 연구설계의 제한점으로 식사습관의 당뇨병 

및 공복혈당장애와의 통계적 유의성을 밝히지 못하였으나, 최근 들

어 당뇨병 유병률의 증가와 함께 결식이나 과식을 하는 경향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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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과일의 섭취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향적 코호트 연구

에 기반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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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당뇨병이란 인슐린생산량의 결핍 또는 인슐린이 몸의 각 기관

에 작용하는 효과의 감소로 인한 당질대사의 장애로 지금까지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나 태생적 원인 및 비만이나 운동 부족과 같

은 환경적 요인의 복합작용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미

국당뇨병학회, 2003). 

당뇨병의 분류는 1997년 미국당뇨병학회(American Diabetes 

Association)에서 새롭게 제시한 바 있는데 당뇨병을 원인과 병태생

리를 근거로 재 분류하여 당뇨병을 제1형(인슐린 의존형)과 제2형

(인슐린 비의존형)당뇨병, 그리고 원인이 밝혀진 기타 형태의 당뇨

병과 임신성 당뇨병으로 분류하였다. 

국내 제1형 당뇨병의 발생률은 전체 당뇨병 환자의 1% 정도로 

보고 있으며, 한국인 당뇨병의 90% 이상이 제2형 당뇨병이고 서구

인에 비하여 베타세포의 분비 능력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비비만형이 많은 것이 특정으로 되어있다(김응진 등, 1970; 김영설 

등, 1985; 민용기 등. 1985; 송태휘 등, 1990; 민헌기, 1992; 김희연 

등, 1994; 윤건호, 1999).  

통계청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 당뇨병으로 사망한 

인구수는 2,260명으로 1990년의 1,180명에 비해 91.5% 증가 되었

으며, 당뇨병에 의한 10만 명당 성별 사망률은 1990년에 남자 

12.9, 여자 10.8 이었던 것이 2000년에 남자 22.5, 여자 22.7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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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174%, 여자는 210% 이상 급격하게 증가하였다(통계청, 2001).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이유로는 급속한 서구

화, 도시화, 운동부족과 열량섭취 과다, 과로 및 스트레스, 환경오염

과 독성물질 등의 영향이라는 보고가 있다(허갑범, 1995). 이외에도 

평균수명의 연장과 노령인구의 증가, 비만인구 증가, 식생활의 변화, 

생활습관의 변화 등 당뇨병을 발병시킬 수 있는 요소들의 증가로 

당뇨병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까

지 당뇨병을 완치시킬 수 있는 치료방법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는 당뇨병 위험요인의 규명 및 중재를 통해 당뇨병을 예방하는 것

이 당뇨병 발생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

에서 가장 먼저 달성해야 할 과제이다(조남한, 1996). 

당뇨병 환자에게 당질, 단백질, 지방, 섬유소, 술과 같은 식사와 

관련된 요인은 혈당조절에 영향을 준다. Shimakawa 등(1993)의 연

구에 의하면 제1형 당뇨병 남자환자에서 총 열량, 당질, 단백질, 그

리고 지방으로부터 얻는 열량의 비율과 당화혈색소 사이에 양의 상

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Tomisaka 등(2002)의 연구는 피지, 베트

남, 일본의 제2형 당뇨병을 가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질

과 총 열량 섭취량이 제2형 당뇨병의 발생에 위험인자로 여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섭취하는 하루 총 열량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영양소는 탄

수화물, 과당 등이 포함된 당질이다. 이 중 과당은 벌꿀, 과일이나 

기타 식물에 많으며, 설탕과 같은 칼로리를 내지만 설탕보다 1~1.8

배 더 달기 때문에 설탕보다 적은 양으로 단 맛을 내어 식품 중 선

호도가 높다. 또한, 과일의 용해성 섬유소인 헤미셀룰로오스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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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당 및 지질 대사 개선 효과와 비타민C의 만성질환예방 등의 효과

가 알려지면서 일반인에게는 과일 및 채소의 다량 섭취가 권장되고 

있다(윤진숙, 1999). 이를 증명하는 자료로 과일의 섭취량은 지난 

10년간 10배나 증가하였으며, 1995년의 일일 146.0g에서 1998년 

일일 197.5g으로 35%나 증가함을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 국민건

강영양조사자료, 1998). 또한, 당뇨병 관리에 있어서도 과당을 1일 

30~35g 정도로 섭취하는 것은 혈당조절이 잘 되는 당뇨병 환자에

서는 혈당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총 섭취량에 포함되

어져 있다(대한당뇨병학회, 1995). 

섬유소의 혈당과 지질 대사 개선 효과가 입증되고 있으나, 과일로부

터 얻어지는 용해성 섬유소의 양은 많지 않으며, 과일의 대표적 영

양 성분인 과당에서 얻어진 포도당은 대부분 글리코겐으로 저장되

는데 심한 인슐린 결핍 상태이면서 공복혈당이 140mg/dL 이상일 

때에는 글리코겐 합성이 장애를 받아 심한 혈당상승이 초래될 수 

있다(대한당뇨병학회, 1998).  

한편, 제2형 당뇨병의 발병에 대한 식이의 역할은 아직 불분명

하나 많은 연구 결과 서구의 식사 형태가 당뇨병의 발병과 관계가 

깊으며 특히 지방과 단백질 및 열량의 섭취량, 섬유소, 복합당의 섭

취량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Franz 등, 1994; 

Feskens  등, 1991).  

또한 식사습관과 관련하여서는 당뇨병군은 식사속도가 빠르고 

과식을 자주 하며 밥량과 육류섭취량이 많은 경향이 있고(박지민 등, 

1999), 식사습관이 매우 불규칙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양은주 등,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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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심한 인슐린 결핍상태는 아니나 

인종적 특성으로 췌장의 기능이 감소되어 있으면서 열량의 과다 섭

취 및 활동량의 저하 등으로 당뇨병과 내당능장애의 유병률이 증가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나친 과일의 섭취 및 식사 습관이 

당뇨병과 내당능장애의 유병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건강 영양조사 자료(1998)를 토대로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의 진단기준(1997)에 의해 당뇨병

과 공복혈당장애의 성별 유병률과 위험인자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소 식사습관 및 과일섭취량을 조사함과 동시에, 식사습

관 및 과일섭취량과 당뇨병 및 공복혈당장애의 유병률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실시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국민의 평소 식사 습관 및 과일섭

취량과 당뇨병 및 공복혈당장애의 관계를 규명하여 건강인의 당뇨

병 유발을 예방하고 당뇨병 환자에게는 효과적인 당뇨병 관리가 가

능하도록 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 연령별 당뇨병 및 공복혈당장애의 유병률을 추정한다. 

둘째, 식사습관과 당뇨병 및 공복혈당장애의 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과일섭취량과 당뇨병 및 공복혈당장애의 관계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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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당뇨병 및 공복혈당장애와 관련 있는 위험 인자들을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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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틀 

 

본 연구의 틀은 다음과 같다(그림 1). 

 

         

 

   

      

 

 

 

당뇨병 유병률 / 공복혈당장애 유병률 

당화혈색소 

공복혈당 

 

 

 

 당뇨병 및 공복혈당장애 유병률 제시 

 당뇨병 및 공복혈당장애의 위험요인 제시 

 올바른 식사습관 제시 

 

그림 1. 연구의 틀 

일반적 특성 

성별, 나이, 소득, 교육정도 

신체질량지수 

허리·엉덩이 둘레비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생활 습관 

총 열량 섭취량 

과일 섭취량 

식품군별 섭취량 

과식 끼니, 결식 끼니 

식사의 규칙성 

운동 

영향요인분석

(회귀분석)

영향요인분석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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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당뇨병의 분류 및 유병률 

 

당뇨병 분류는 생리적 상태 혹은 병인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

는데 모든 환자를 명확하게 분류하는 것은 어렵다. 1979년 미국의 

국립당뇨병데이터그룹(The Nationational Diabetes Date Group; 

NDDG)은 당뇨병을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과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

병, 임신성 당뇨병, 영양실조형 당뇨병 및 기타 형태의 당뇨병으로 

분류하였다. 그 후 1980년 WHO의 전문가위원회에서 발표한 2차 

보고서에서 당뇨병 진단 기준과 내당능장애의 진단기준을 제시하였

다(WHO,1980). 당뇨병의 연구나 치료를 위해 질병분류가 필수적이

나 임상증상의 다양성으로 분류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1997년 

미국당뇨병학회(ADA)에서 당뇨병을 원인과 병태생리를 근거로 재 

분류하여 당뇨병을 제1형(인슐린 의존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인

슐린 비의존형 당뇨병), 임신성 당뇨병과 원인이 밝혀진 기타 형태

의 당뇨병으로 분류하였다(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1997). 

그리고 정상과 당뇨병의 중간 단계에 해당되는 공복혈당장애(IFG; 

Impaired Fasting Glucose)와 내당능장애(IGT; Impaired Glucose 

Tolerance)로 정의하였다. 

국내에서 발표된 연구들의 당뇨병의 유병률 보고에 의하면 

1970년 1.5%에서 1990년 7.9%, 1995년 10.1%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김정순, 1993; 신찬수 등, 1996). 1990년 전국 190개 지역의 

30세 이상 성인 20,047병을 검진한 결과 공복혈당이 120mg/dL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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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식후 2시간 혈당이 200mg/dL이상인 경우를 당뇨병으로 판정 하

였을 때 당뇨병의 유병률은 7.9%였다(김정순 등, 1993). 세계보건기

구의 표준화된 방법에 의한 역학 조사는 1993년 경기도 연천군에서 

처음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 세계보건기구 진단 기준(200mg/dL 이

상)에 따른 제2형 당뇨병 유병률은 9.1%, 내당능 장애 유병률은 

11.8%이었다. 연령별 당뇨병 유병률은 남녀 모두에서 연령이 증가

할수록 유병률도 증가하였고, 50세 이후부터 특히 높은 경향을 보였

다. 성별 당뇨병 유병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유병률이 높았고, 세계

적인 당뇨병 발생양상은 사회경제적으로 식량의 제한을 받지 않는 

선진국에서는 여성의 유병률이 높은 반면 식량이 상대적으로 부족

한 개발도상국에서는 남성의 유병률이 높다(박용수 등, 1996). 

조남한(2001)의 1998년도 국민건강 영양조사 자료를 근거로 

한 유병률 연구에서는 30세 이상에서 공복혈당 수치 126mg/dL 이

상과 당뇨병 치료제 복용자를 당뇨병으로 구분할 경우 평균 당뇨병 

유병률은 11.35%로 남자는 12.42%, 여자는 10.15% 였다. 

미국의 경우 새롭게 당뇨병이 발병되는 경우의 1/2에 해당하 

는 연령이 55세 이상이며, 65세 이상의 인구에서는 20.1%가 당뇨

병에 이환 되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ADA, 2003) 

 

2. 당뇨병의 관리방법 

 

당뇨병으로 인한 증상을 개선시키고 급성·만성 합병증을 방지하

는 당뇨병 관리방법은 식사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및 생활요법이 

있다. 이중 식사요법은 제2형 당뇨병의 주 치료법으로 식사요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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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따르는 제2형 당뇨병 환자들 중 다수에서 약물요법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대사 이상이 호전될 수 있으며, 약물요법이 필요한 경

우에도 혈액 내 지질을 개선시키고 혈당 조절을 더욱 호전 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대한당뇨병학회, 1998).  

1993년 미국에서 발표된 Diabetes Control and Complication 

Trial(DCCT) 연구결과 당화혈색소를 철저히 조절한 집단에서 합병

증 발생률을 유의적으로 낮출 수 있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이후 

혈당조절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The Diabetes Control 

and Complications Trial Research Group, 1993).  

당화혈색소는 적혈구의 평균 반감기인 7~8주 이전의 혈당치와 

비례하게 되며, 당화 혈색소치는 혈당이 잘 조절된 후 약 4주가 경

과해야 감소되어 혈당의 조절상태를 나타내는 중요 지표로서 이용

되는데, 당뇨병 환자에서 HbA1c는 공복 혈당치와는 별도로, 경구 당

부하시험 결과와도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최영길 등, 1994).  

당뇨병 환자에서 식사요법의 목표는 혈당 및 혈중 지방 수치를 

정상화시키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며 합병증의 지연 및 예방을 하 

여 좋은 영양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대한당뇨병학회, 1995). 총 열

량에 대한 당질, 단백질, 지방의 구성비, 특히 고당질, 고섬유소, 저

지방식사를 섭취하는 것이 인슐린 의존형 및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

병 환자에 있어서 인슐린 요구량을 줄이고, 인슐린 민감도(insulin 

sensitivity)를 증가시키고, 혈청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의 농도를 낮

추며, 체중감량을 돕고 혈압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Anderson 등, 1979; Anderson 등, 1991; Simpson 등,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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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in 등, 1983).     

미국의 경우에는 당뇨환자의 식사로 총 열량의 55-60%를 탄

수화물로 섭취하고, 당질 중 66%이상은 복합당질로 섭취하며, 지방

은 총 열량의 30%미만으로, 단백질은 체중 1kg당 0.8g 그리고 섬

유소를 하루에 약 40g씩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Lesley 등, 

1994). 우리나라의 경우 총 열량 중 당질 60%, 단백질 20%, 지방 

20%를 권장하고 있다(당뇨병 식사요법 지침서, 1995).   

우리나라에서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식이 섭취량을 조사한 연

구로는 섬유소 섭취 실태를 보기위한 연구에 인슐린 비의존형 환자

를 대상으로 평소 식사량이 조사된 것으로(이연경 등, 1994) 평균 

열량은 1630kcal였으며, 당질, 단백질, 지방의 비율은 

65%:19%:16%였다. 또, 식사요법 교육 후 실천정도를 알아보기 위

한 연구에서(박선영 등, 1994) 조사된 대상의 평균 열량은 

1680kcal로 당질, 단백질, 지방의 비율은 60%:18%:22%였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는(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1인

당 평균 에너지 섭취량은 1985.4kcal이며, 이중 당질, 단백질, 지방

의 비율은 66%:15%:19%로 일반인의 영양권장량 65%:15%:20%에 

비해 적절하였고, 과일군의 섭취량이 1995년 146.0g에서 1999년 

197.5g으로 35% 증가하였다. 

 

3. 식이요인 

 

식이성 섬유소(dietary fiber) 특히 용해성 식이 섬유(soluble 

fiber)를 함유하는 고 섬유소식사는 정상인 뿐 아니라 제2형 당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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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서 내당능을 호전시키고, 인슐린 농도를 감소시키며, 제1형 

당뇨병 환자에서도 혈당 개선 효과가 있음이 알려져 있다. 또한 고 

섬유소 식사는 당뇨병 환자에서 공복 및 식후 중성지방과 콜레스테

롤 감소 효과가 있으며, 특히 탄수화물 함량이 많은 식사일수록 섬

유소에 의한 혈당과 고지혈증 개선 효과가 뚜렷하므로, 고 탄수화물 

식사 시에는 섬유소 섭취를 함께 증가시켜야 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불용성 식이 섬유(insoluble fiber)의 경우에는 혈청 지질 농도

의 개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장기적으로 복용 시 내당 능

력(glucose tolerance)이 개선된다고 한다. 한편 식이 섬유소를 많

이 섭취할 경우, 식사의 부피가 커져서 열량 섭취량이 낮아져도 만

복감을 가질 수는 있지만 지나칠 경우 장을 자극하고 식사의 질감

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Zeman FJ,  1991).  

우리나라에서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식이섬유 섭취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연구에서는(이연경 등, 1994). 평균 섬유소 섭취량은 

5.5∼41.2g의 분포였으며 권장량 이상을 섭취하고 있는 사람은 전

체의 약 5%정도 뿐이었고, 노인을 대상으로 영양섭취량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고혈당군에서 영양섭취량 및 비타민C의 섭취량이 부족

하였다(윤진숙, 1999).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영유아부

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과일 및 채소의 섭취부족으로 비타민C의 현

저한 부족을 보고 하였다(김숙희, 1981). Marit E. 등 (2002)이 그린

랜드(Greenland)에서 Inuit를 대상으로 당뇨병 및 내당능장애를 조

사한 연구에서는 신선한 과일 및 물개고기의 섭취가 당뇨병과 역상

관 관계에 있다고 보고 하였다. 

Snowdon 등(1985)의 연구에서는 제7일 안식교인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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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의 발병률을 조사하였는데, 비채식주의자의 당뇨병 발병률이 

채식주의자에 비해 2배 높았으며, 그 원인으로 과다한 육류섭취량을 

제시했다. 또한, Storlien 등(1991)의 연구에서도 과다한 육류의 섭

취는 과다한 포화 지방산의 섭취를 초래하고, 포화지방산은 고인슐

린혈증을 유발하여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를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

다. 

양은주 등(1999)이 당뇨병과 식이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남

자의 경우는 채소류 섭취량, 비타민 C 섭취량이, 여자의 경우는 곡

류, 탄수화물, 비타민 A 섭취량, 식습관 점수, 칼슘, 비타민 C 섭취

량을 당뇨병 환자와 대조군을 구별하는 변수로 제시하였다.  

이정민(1998)의 연구에서는 전체 에너지 섭취량과 당질 섭취량, 

신체비만지수(BMI), 허리둘레, 허리· 엉덩이 둘레비(WHR)를 당화혈

색소와 유관한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4. 당뇨병 위험 요인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 환자에서 비만, 특히 중심성 비만은 인

슐린저항(insulin resistance), 고 인슐린혈증(hyperinsulinemia)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의 경과에 나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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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인슐린혈증은 고혈압, 고지혈증과 동맥경화증 등을 초래할 수 있

기 때문에(DeFronzo 등, 1991) 당뇨병 환자들의 합병증 중에 증가

하고 있는 심혈관 질환의 중요 위험요인으로 간주되어지며(Daly 등, 

1991) Kissebah 등(1982)에 의해 허리 대 엉덩이 둘레비(wais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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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p circumference ratio, WHR)가 높은 경우, 즉 중심성 비만이 있

을 때, 여러 가지 대사질환의 발생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제2형 당뇨병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병률이 증가하며(박용수 

등, 1996; 김희승 등, 2000; 조남한, 2001), 미국의 경우 새롭게 발

생되는 당뇨병의 1/2이 55세 이상의 인구라고 보고하였다

(ADA,2003). 

또한, XR Pan등(1994)은 당뇨병의 유병률과 위험요인과의 관계에 

대해 보고한 바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나이, 체질량지수(BMI) 또는 

허리 대 엉덩이 둘레비(WHR), 당뇨병의 가족력, 고혈압, 활동량의 

저하, 소득의 증가가 당뇨병의 위험요인이라고 하였고, 이러한 요인

에 의해 중국의 당뇨병의 유병률이 10년 전에 비해 3배 증가하였다

고 보고하였다. 또한, 내당능장애에 대한 연구에서는 나이, BMI, 총 

콜레스테롤이 위험요인으로 밝혀졌다(Chihaoui M 등, 2001).  

국내의 당뇨병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로 1993년 경기도 연천군

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허리· 엉덩이 둘레비(WHR), 혈중중성지방

농도, 혈청 SGOT농도, 수축기혈압, 당뇨병 가족력, 도시화 정도 등

이 제시되었고(박용수 등, 1996), 이정민(1998)의 연구에서는 신체

비만지수(BMI), 허리둘레 및 허리· 엉덩이 둘레비(WHR)가 제시되었

다. 또한, 김희승 등(2000)의 연구에서는 당뇨병 유병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남성은 나이, 비만도, 수축기혈압 및 중성지방이었

으며, 여성은 수축기 혈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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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1998.11.1~12.30까지 시행된 국민건강 영양조사 

결과를 이용하였으며, 조사는 전국을 대표하는 12,189가구의 전체 

가구원 39,331명 중 건강검진을 실시한 20세 이상의 인구 7,962명

과 식품섭취조사를 실시한 11,267명 중 20세 이상의 인구 8,166명

을 대상으로 하였고, 30세 이상인 사람들에게는 HbA1c검사가 추가

로 실시되었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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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 대상자 구성도 

 

 

 

 

전체 가구원 

39,331명 

20세 이상의  

건강검진 실시자  

(N=7,962) 

20세 이상의  

식품섭취조사 실시자 

(N=8,166) 

당뇨병 유별률 

공복혈당장애 유병률 추정

 (N=7,962) 

당뇨병과 공복혈당장애  

위험요인 분석 

(N=8,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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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당뇨병 및 공복혈당장애의 유병률을 분석하기 

위한 지표로 HbA1c, FPG(Fasting Plasma Glucose)를 사용하였고 

미국당뇨병학회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에서 제시한 진단

기준을 참고로 구분하였다. 당뇨병 및 공복혈당장애의 주요 위험 요

인인 혈청지질의 수치를 Total Cholestrol (T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holesterol),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holesterol), Triglycerides (TG)로 

나타내었으며 그 수치에 대한 기준은 미국의 국립보건원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에서 제시한 성인을 위한 콜레스테롤 교육지침

서를 참고로 구분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영양섭취와 관련하여서 열량, 곡류군, 당류, 두

류 및 과일류의 섭취량과 당뇨병 및 공복혈당장애와의 연관성을 분

석하였고 식사습관과 관련하여서는 1일 식사횟수, 과식끼니, 결식끼

니, 식사의 규칙성과 당뇨병 및 공복혈당장애와의 관련성을 분석하

였는데, 당뇨병 이환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교육 및 지식의 습득에 

의하여 의도적인 행위가 이루어 질 것을 감안하여 당뇨병 이환자를 

포함한 경우와 제외한 경우의 두 군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에 포함할 변수의 기준은 이 

연구에서 주요한 독립변수인 식사습관 및 일반적 특성과 임상적 특

성, 그리고 신체계측치 변수들 중 이변량 분석에서 p값이 0.01 미

만인 변수들만 선택하여 시행하였다. 이 연구는 단면적 연구로 원인

변수와 결과변수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으므로 지난 1년간 당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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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환되어 의료기관을 이용한 사람을 제외하고 또한 분석을 시

행하였다. 

 

가. 당뇨병 및 공복혈당장애 

    공복혈당장애는 공복 시 혈당농도가 111-125mg/dL인 경우로 

하였으며, 당뇨병은 공복 시 혈당농도가 126mg/dL 이상인 경

우로 하였다. 당화혈색소는 6%를 초과하는 경우로 하였다. 

 

나. 고혈압 

미국 ADA 에서 당뇨병에서의 고혈압으로 인정한 수축기 혈압 

130mmHg이상, 이완기 혈압 85mmHg 이상인 경우로 구분하였

다. 

 

다. 수축기 혈압  

국제보건기구에서 제시한 JNC7 기준을 따랐으며 수축기 혈압을 

119mmHg 이하, 120-139mmHg, 140mmHg 이상의 세 그룹으

로 구분하였다. 

 

라. 비만도 

비만도는 국제보건기구에서 제시한 체질량지수(BMI)로 표시하

였는데, 18.5kg/m²에서 25kg/m²을 정상범위로 간주하였다.  

 

마. 허리둘레 

허리둘레는 국제보건기구에서 제시한 지침을 따랐으며, 남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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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cm이하, 여자는 88cm이하를 정상범위로 간주하였다. 

 

바. 허리·엉덩이 둘레비는 국제보건기구에서 제시한 지침에 따라 

남자는 0.9이하, 여자는 0.8 이하를 정상 범위로 간주하였다. 

 

사. 통계분석 

자료분석은 SAS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였다. 환자의 일반적 특

성, 당뇨병 관련 특성, 열량, 과일 섭취량과 당화혈색소 및 공복

혈당간에는 χ²-test를 실시하였고, 당뇨병에 영향을 미치는 관

련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logistic regression을 시행하여 유의

수준 0.05에서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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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성별·연령별 당뇨병 및 공복혈당장애 유병률 

 

전체 연구대상자들의 평균 당화혈색소는 5.16%였고, 남자는 

5.20%, 여자는 5.13% 였다. 당화혈색소를 기준으로 분석한 당뇨병 

유병율은 연령별로 구분한 경우 남녀 모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남자는 50세~59세 군에서 11.96%로 

가장 높은 유병율을 보였고, 여자는 60세~69세 군에서 11.99%로 

가장 높은 유병율을 보였다(표 1). 

공복혈당을 기준으로 분석한 평균 당뇨병 유병율은 9.32% 였고, 

남자는 11.96%, 여자는 9.65% 였다. 연령별로 구분한 경우 당화혈

색소와 마찬가지로 남녀 모두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유병율의 증가

를 보였으며, 남자는 50세~59세 연령군에서 가장 높은 18.21%의 

유병율을 보였고, 여자는 60세~69세 연령군에서 15.92%로 가장 

높은 유병율을 보였다(표 1). 

공복혈당장애의 평균 유병율은 9.82% 였고, 남자는 12.59%, 

여자는 11.38% 였다. 연령군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 

연령의 증가에 따라 유병율의 상승을 보였으며, 남자의 경우 60세

~69세 연령군에서 16.53%로 가장 높은 유병율을 보였고, 여자의 

경우는 70세 이상 연령군에서 19.87%로 가장 높은 유병율을 나타

냈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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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성별 · 연령별 당뇨병 및 공복혈당장애 유병률          

단위 : 명(%) 

 기 준 

N (%) FPG HbA1c* IFG 성 연령 

 Prevalence N (%) 

남성  2910 (100) 348 (11.96) 236 (8.11) 318 (12.59) 

 20-39 922 (31.68) 78 (8.46) 41 (4.45) 68 (8.18) 

 40-49 768 (26.39) 76 (9.9) 61 (7.94) 88 (12.96) 

 50-59 560 (19.24) 102 (18.21) 67 (11.96) 71 (15.71) 

 60-69 440 (15.12) 61 (13.86) 44 (10.0) 62 (16.53) 

 ≥ 70 220 (7.56) 31 (14.09) 23 (10.45) 29 (15.43) 

 p-value  <.0001 <.0001 <.0001 

      

여성  3472 (100) 335 (9.65) 239 (6.88) 352 (11.38) 

 20-39 1021 (29.41) 47 (4.6) 27 (2.64) 55 (5.69) 

 40-49 829 (23.88) 51 (6.15) 34 (4.1) 82 (10.57)) 

 50-59 682 (19.64) 91 (13.34) 66 (9.68) 75 (13.09) 

 60-69 559 (16.1) 89 (15.92) 67 (11.99) 78 (16.74) 

 ≥ 70 381 (10.97) 57 (14.96) 45 (11.81) 62 (19.87) 

 p-value  <.0001 <.0001 <.0001 

* HbA1c기준으로는 30세 이상에서 유병률이 정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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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 특성, 임상적 특성 및 신체계측에 따른 당뇨병 

및 공복혈당장애 유병률 

 

교육수준에 따라 당뇨병 및 공복혈당장애의 관련성은 남자에서

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으나 여자에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유병률

이 유의하게 높았다. 흡연여부는 남자에서는 유병률과 관련성이 없

었으나 여자에서는 흡연자에서 공복혈당을 기준으로 한 경우의 당

뇨병 유병률과 공복혈당장애 유병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남녀 모두 

소득이 낮을수록 당뇨병 및 공복혈당장애 유병률이 유의하게 높은 

경향을 보였다. 남자에서는 운동 시 숨이 가쁘고 땀이 날 정도의 강

도가 많은 경우가 오히려 당뇨병 및 공복혈당장애의 유병률이 높았

다(표 2)(표 3). 

남녀 모두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압이 

증가할수록 당뇨병과 공복혈당장애 유병률이 높았으며, HDL 콜레스

테롤이 낮은 군에서 유병률이 높았다. 특히, 남녀 모두 총 콜레스테

롤이 240mg/dL 이상인 군에서 당뇨병과 공복혈당장애 유병률이 급

격히 증가하였으며, LDL 콜레스테롤은 남자에서 190mg/dL 이상, 

여자에서 160mg/dL  이상에서 유병률이 매우 증가하였다(표 4)(표 

5). 

남녀 모두 허리·엉덩이 둘레비(WHR)가 0.9(남자) 또는 0.8(여

자) 이상인 군의 당뇨병 및 공복혈당장애의 유병률이 매우 유의하게 

높았고, 신체질량지수(BMI)가 증가할수록 유병률이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으나, 남자에서 당화혈색소에 기초한 당뇨병 유병률은 통계

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6)(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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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남자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당뇨병 및 공복혈당장애 유병률  
 

단위 : 명(%) 

 기 준 

N (%) FPG HbA1c* IFG 

특성 

(Unit) 

 

 Prevalence N (%) 

Educaion  2910 (100) 348 (11.96) 236 (8.11) 318 (11.07) 

(년) 초등학교  756 (25.98) 99 (13.09) 58 (7.67) 93 (12.5) 

 중학교  487 (16.74) 67 (13.76) 47 (9.65) 67 (13.84) 

 고등학교  1039 (35.7) 119 (11.45) 85 (8.18) 108 (10.53) 

 전문대학  121 (4.16) 11 (9.09) 7 (5.79) 5 (4.17) 

 대학교 이상 507 (17.42) 52 (14.9) 39 (7.69) 45 (9.02) 

 p-value  0.28 0.552 0.003 

Smoking  2801 (100) 332 (11.85) 226 (8.07) 309 (11.18) 

 Yes 2352 (83.97) 277 (11.8) 191 (8.12) 261 (11.25) 

 No 449 (16.03) 55 (12.25) 35 (7.8) 48 (10.81) 

 p-value  0.78 0.816 0.94 

Income  2531 (100) 296 (11.69) 205 (8.1) 266 (10.65) 

(만원) 0-65 548 (21.65) 82 (14.96) 56 (10.2) 74 (13.63) 

 66-100 669 (26.43) 81 (12.11) 60 (8.9) 67 (10.26) 

 101-200 949 (37.5) 87 (9.17) 63 (6.6) 91 (9.7) 

 > 200 365 (14.42) 46 (12.6) 26 (7.1) 34 (9.34) 

 p-value  0.008 0.07 0.002 

Exercise†   2801 (100) 332 (11.85) 226 (8.07) 309 (11.18) 

빈도 0-2 2509 (89.58) 286 (11.4) 193 (7.69) 283 (11.41) 

 3-7 292 (10.42) 46 (15.7) 33 (11.3) 26 (9.12) 

 p-value  0.03 0.03 0.05 

† 운동시 숨이 가쁘고 땀이 날 정도의 강도 

* HbA1c기준으로는 30세 이상에서 유병률이 정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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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여자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당뇨병 및 공복혈당장애 유병률  
 

단위 : 명(%) 

 기 준 

N (%) FPG HbA1c* IFG 

특성 

(Unit) 

 

 Prevalence N (%) 

Educaion  3472 (100) 335 (9.65) 239 (6.88) 352 (11.38) 

(년) 무학, 초등학 1636 (47.12) 207 (12.65) 148 (9.04) 220 (15.70) 

 중학교  579 (16.68) 52 (8.98) 35 (6.04) 52 (9.96) 

 고등학교  917 (26.41) 61 (6.65) 43 (4.69) 61 (7.18) 

 전문대학 이상 340 (9.79) 15 (4.41) 13 (3.82) 19 (5.93) 

 p-value  <.0001 <.0001 <.0001 

Smoking  3382 (100) 316 (9.34) 229 (6.77) 334 (9.99) 

 Yes 329 (9.73) 47 (14.29) 29 (8.81) 42 (13.0) 

 No 3053 (90.27) 269 (8.81) 200 (6.55) 292 (9.67) 

 p-value  0.001 0.12 0.0003 

Income  3064 (100) 286 (9.33) 210 (6.85) 293 (9.83) 

(만원) 0-65 853 (27.84) 98 (11.49) 76 (8.91) 108 (12.86) 

 66-100 774 (25.26) 62 (8.01) 49 (6.33) 80 (10.44) 

 101-200 1026( 33.49) 88 (8.58) 55 (5.36) 81 (7.97) 

 > 200 411 (13.41) 38 (9.25) 30 (7.3) 29 (7.11) 

 p-value  0.07 0.03 0.0003 

Exercise †  3382 (100) 316 (9.34) 229 (6.77) 334 (9.99) 

빈도 0-2 3104 (91.78) 289 (9.31) 203 (6.54) 302 (9.86) 

 3-7 278 (8.22) 27 (9.71) 26 (9.35) 32 (11.51) 

 p-value  0.82 0.07 0.66 

† 운동시 숨이 가쁘고 땀이 날 정도의 강도 

* HbA1c기준으로는 30세 이상에서 유병률이 정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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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남자에서 임상적 특성에 따른 당뇨병 및 공복혈당장애 유병률  
 

단위 : 명(%) 

 기 준 

N (%) FPG HbA1c* IFG 

특성 

(Unit) 

 

 Prevalence N (%) 

T_cholestrol 2910 (100) 348 (11.96) 236 (8.11) 318 (11.07) 

(mg/dL) <200 1833 (62.99) 192 (10.47) 123 (6.7) 180 (9.92) 

 200-240 816 (28.04) 108 (13.24) 67 (8.2) 93 (11.54) 

 >240 261 (8.97) 48 (18.39) 46 (17.6) 45 (17.79) 

 p-value  0.0005 <.0001 <.0001 

HDL-cholesterol  2910 (100) 348 (11.96) 236 (8.11) 318 (11.07) 

(mg/dL) 1-39 772 (26.53) 111 (14.38) 74 (9.6) 86 (11.29) 

 >39 2138 (73.47) 237 (11.09) 162 (7.58) 232 (10.99) 

 p-value  0.02 0.079 0.046 

LDL-cholesterol  2910 (100) 348 (11.96) 236 (8.11) 318 (11.07) 

(mg/dL) <100 991 (34.05) 98 (9.89) 67 (6.76) 101 (10.29) 

 100-129 1048 (36.01) 134 (12.79) 78 (7.44) 101 (9.78) 

 130-159 623 (21.41) 78 (12.52) 54 (8.67) 79 (12.8) 

 160-189 175 (6.01) 20 (11.43) 18 (10.29) 24 (14.12) 

 >189 73 (2.51) 18 (24.66) 19 (26.03) 13 (18.31) 

 p-value  0.003 <.0001 0.0003 

Triglyceride  2910 (100) 348 (11.96) 236 (8.11) 318 (11.07) 

(mg/dL) <150 1757 (60.38) 163 (9.28) 117 (6.66) 168 (9.66) 

 150-199 659 (22.65) 91 (13.81) 58 (8.8) 74 (11.38) 

 200-499 494 (16.98) 94 (19.03) 61 (12.35) 76 (15.7) 

 p-value  <.0001 0.0002 <.0001 

SBP  2910 (100) 348 (11.96) 236 (8.11) 318 (11.07) 

(mmHg) <120 920 (31.62) 68 (7.39) 48 (5.22) 81 (8.92) 

 120-139 1334 (45.84) 168 (12.59) 103 (7.72) 152 (11.55) 

 >140 656 (22.54) 112 (17.07) 85 (12.96) 85 (13.1) 

 p-value  <.0001 <.0001 <.0001 

HTN  2910 (100) 348 (11.96) 236 (8.11) 318 (11.07) 

(mmHg) 130/85 미만 1443(49.59) 120 (8.32) 80 (5.54) 148 (10.39) 

 130/85 이상 1467 (50.41) 228 (15.54) 156 (10.63) 170 (11.74) 

 p-value  <.0001 <.0001 <.0001 

* HbA1c기준으로는 30세 이상에서 유병률이 정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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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여자에서 임상적 특성에 따른 당뇨병 및 공복혈당장애 유병률  
 

단위 : 명(%) 

 기 준 

N (%) FPG      HbA1c* IFG 

특성 

(Unit) 

 

 Prevalence N (%) 

T_cholestrol 3472 (100) 335 (9.65) 239 (6.88) 352 (11.38) 

(mg/dL) <200 2105 (60.63) 140 (6.65) 94 (4.47) 178 (8.55) 

 200-240 975 (28.08) 110 (11.28) 76 (7.79) 122 (12.72) 

 >240 392 (11.29) 85 (21.68) 69 (17.6) 52 (13.47) 

 p-value  <.0001 <.0001 <.0001 

      

HDL-cholesterol  3472 (100) 335 (9.65) 239 (6.88) 352 (11.38) 

(mg/dL) 1-39 634 (18.26) 84 (13.25) 61 (9.62) 71 (11.45) 

 >39 2838 (81.74) 251 (8.84) 178 (6.27) 281 (10.01) 

 p-value  0.0007 0.003 0.0007 

LDL-cholesterol  3472 (100) 335 (9.65) 239 (6.88) 352 (11.38) 

(mg/dL) <100 1044 (30.07) 67 (6.42) 40 (3.83) 71 (6.89) 

 100-129 1267 (36.49) 102 (8.05) 69 (5.45) 134 (10.69) 

 130-159 772 (22.24) 84 (10.88) 63 (8.16) 85 (11.18) 

 160-189 289 (8.32) 57 (19.72) 45 (15.57) 48 (16.96) 

 >189 100 (2.88) 25 (25.0) 22 (22.0) 14 (14.0) 

 p-value  <.0001 <.0001 <.0001 

Triglyceride  3472 (100) 335 (9.65) 239 (6.88) 352 (11.38) 

(mg/dL) <150 2587 (74.51) 171 (6.61) 111 (4.29) 238 (9.32) 

 150-199 598 (17.22) 103 (17.22) 88 (14.72) 76 (12.79) 

 200-499 287 (8.27) 61 (21.25) 40 (13.94) 38 (13.52) 

 p-value  <.0001 <.0001 <.0001 

SBP  3472 (100) 335 (9.65) 239 (6.88) 352 (11.38) 

(mmHg) <120 1534 (44.18) 85 (5.54) 59 (3.85) 103 (7.15) 

 120-139 1121 (32.29) 126 (11.24) 86 (7.67) 119 (12.26) 

 >139 817 (23.53) 124 (15.18) 94 (11.51) 130 (19.06) 

 p-value  <.0001 <.0001 <.0001 

HTN  3472 (100) 335 (9.65) 239 (6.88) 352 (11.38) 

(mmHg) 130/85 미만 2052 (59.1) 142 (6.92) 98 (4.78) 154 (7.58)) 

 130/85 이상 1420 (40.9) 193 (13.59) 141 (9.93) 198 (14.17) 

 p-value  <.0001 <.0001 <.0001 

* HbA1c기준으로는 30세 이상에서 유병률이 정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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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남자에서 신체계측특성에 따른 당뇨병 및 공복혈당장애 유병률 
 

단위 : 명(%) 

 기 준 

   N (%) FPG HbA1c* IFG 

특성 

(Unit) 

 

 Prevalence N (%) 

WHR (ratio)  2910 (100) 348 (11.96) 236 (8.11) 318 (11.07) 

 0.1-0.9 1538 (52.85) 130 (8.45) 91 (5.92) 131 (8.64) 

 >0.9 1372 (47.15) 218 (15.89) 145 (10.67) 187 (13.79) 

 p-value  <.0001 <.0001 <.0001 

      

Waist (cm)  2910 (100) 348 (11.96) 236 (8.11) 318 (11.07) 

 1-102 2869 (98.59) 341 (11.89) 232 (8.09) 310 (10.95) 

 >102 41 (1.41) 7 (17.07) 4 (9.76) 8 (19.51) 

 p-value  0.31 0.69 0.1 

      

BMI  2910 (100) 348 (11.96) 236 (8.11) 318 (11.07) 

(Kg/m²) <18.5 644 (22.13) 62 (9.63) 54 (8.39) 57 (8.93) 

 18.5-24.9 721 (24.78) 75 (10.4) 50 (6.93) 77 (10.78) 

 25-29.9 1545 (53.09) 211 (13.66) 132 (8.54) 184 (12.1) 

 p-value  0.01 0.41 0.003 

      

* HbA1c기준으로는 30세 이상에서 유병률이 정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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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여자에서 신체계측특성에 따른 당뇨병 및 공복혈당장애 유병률  
 

단위 : 명(%) 

 기  준 

 N (%) FPG HbA1c* IFG 

특성 

(Unit) 

 

 Prevalence N (%) 

WHR (ratio)  3472 (100) 335 (9.65) 239 (6.88) 352 (11.38) 

 0.1-0.8 881 (25.37) 31 (3.52) 17 (1.93) 47 (5.4) 

 >0.8 2591 (74.63) 304 (11.73) 222 (8.57) 305 (11.92) 

 p-value  <.0001 <.0001 <.0001 

      

Waist (cm)  3472 (100) 335 (9.65) 239 (6.88) 352 (11.38) 

 1-88 2798 (80.59) 198 (7.08) 134 (4.79) 240 (8.69) 

 >88 674 (19.41) 137 (20.33) 105 (15.58) 112 (16.82) 

 p-value  <.0001 <.0001 <.0001 

      

BMI  3472 (100) 335 (9.65) 239 (6.88) 352 (11.38) 

(Kg/m²) <18.5 727 (20.94) 49 (6.74) 30 (4.13) 41 (5.72) 

 18.5-24.9 811 (23.36) 46 (5.67) 36 (4.44) 67 (8.35) 

 25-29.9 1934 (55.7) 240 (12.41) 173 (8.95) 244 (12.78) 

 p-value  <.0001 <.0001 <.0001 

      

* HbA1c기준으로는 30세 이상에서 유병률이 정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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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품 섭취량 및 식사습관에 따른 당뇨병 및 공복혈당

장애 유병률 

 

본 연구에서는 식품섭취량과 식사습관이 당뇨병 및 공복혈당장

애 유병률과 관련성이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조사 시점에서 

당뇨병에 이환 된 대상을 포함한 경우(n=7854)와 포함하지 않은 경

우(n=7561) 두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가. 당뇨병 이환자를 포함한 그룹 

 

전체 연구 대상자들의 평균 에너지 섭취량은 1980kcal이었고, 

전체 대상자에 비하여 열량을 적게 섭취하는 군의 유병률이 상대적

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당뇨병 및 공복혈당장애의 유병률과의 

유의한 상관성은 보이지 않았다. 평균 곡류 섭취량은 347.5g  이었

고, 당류의 평균 섭취량은 10.7g이었으며, 남성에서 공복혈당을 기

준으로 당뇨병의 유병률을 분석한 경우에 전체 대상자에 비하여 당

류를 적게 섭취하는 군에서 상대적으로 유병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

다(p=0.018).   

전체 연구 대상자들의 평균 두류 섭취량은 54.5g 이었고, 남녀 모

두에서 당뇨병 및 공복혈당장애의 유병률과의 유의한 관련성은 보

이지 않았다(표 8-1) (표 9-1). 

전체 연구 대상자들의 평균 채소류 섭취량은 338.4g 이었고, 

평균 과일류 섭취량은 351.7g 이었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유병률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여성의 경우 당화혈색소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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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 유병률을 분석한 경우에서 채소류를 많이 섭취하는 경우

와 과일류를 적게 섭취하는 경우에 유병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평균 육류 섭취량은 102.8g 이었고, 남녀 모두에서 유의한 상관성

을 보이지는 않았다(표 8-2) (표 9-2). 

  연구 대상자들의 식사습관과 관련하여 1일 식사횟수, 결식끼니, 

과식끼니, 식사의 규칙성에 따른 유병률을 분석한 결과, 당화혈색소

에 따른 당뇨병 유병률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인자는 남자의 경

우는 결식끼니로, 점심을 거르는 경우와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유병률이 높았다. 여성의 경우는 1일 식사횟수가 3-4회

인 경우에 당뇨병의 유병률이 높았으며, 과식을 하지 않는 경우와, 

결식을 하지 않는 경우에 당뇨병 및 공복혈당장애 유병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식사의 규칙성은 남녀 모두에서 유의한 관련성을 보

이지 않았다(표 10) (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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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 남자에서 식품섭취에 따른 당뇨병 및 IFG* 유병률 (당뇨병 포함) 

단위 : 명(%) 

 기 준 

N (%) FPG      HbA1c IFG 

특성 

(Unit) 

 

 Prevalence N (%) 

열량 (Kcal)  2402 (100) 278 (11.57) 186 (7.74) 248 (10.46) 

 <1421 362 (15.07) 49 (13.54) 34 (9.39) 41 (11.45) 

 1421-1840.5 541 (22.52) 72 (13.31) 48 (8.87) 56 (10.51) 

 1840.6-2397 690 (28.73) 77 (11.16) 49 (7.1) 79 (11.6) 

 >2397 809 (33.68) 80 (9.89) 55 (6.8) 72 (9.02) 

 p-value  0.150 0.289 0.166 

곡류군(g)  892 (100) 95 (10.65) 64 (7.17) 82 (10.43) 

 <238.6 227 (25.45) 29 (12.78) 12 (5.29) 23 (11.73) 

 238.6-320.7 245 (27.47) 22 (8.98) 16 (6.53) 22 (10.05) 

 320.7-417.6 234 (26.23) 26 (11.11) 19 (8.12) 23 (11.27) 

 >417.6 186 (20.85) 18 (9.68) 17 (9.14) 14 (8.38) 

 p-value  0.565 0.43 0.73 

당류(g)  1774 (100) 202 (11.39) 133 (7.5) 171 (11.03) 

 <2.1 419 (23.62) 56 (13.37) 32 (7.64) 43 (11.98) 

 2.1-6.2 415 (23.39) 59 (14.22) 38 (9.16) 39 (11.17) 

 6.3-13.6 427 (24.07) 35 (8.2) 30 (7.03) 44 (11.4) 

 >13.6 513 (28.92) 52 (10.14) 33 (6.43) 45 (9.87) 

 p-value  0.018 0.451 0.797 

두류(g)  1494 (100) 180 (12.05) 112 (7.5) 145 (9.85) 

 <13 315 (21.08) 33 (10.48) 26 (8.13) 24 (7.57) 

 13.-31.2 347 (23.23) 42 (12.1) 21 (5.83) 35 (9.89) 

 31.2-66 398 (26.64) 48 (12.06) 27 (7.14) 49 (13.28) 

 >66 434 (29.05) 57 (13.13) 38 (8.74) 37 (8.56) 

 p-value  0.748 0.449 0.175 

 

 

 

*Impaired Fasting Glucose : 공복혈당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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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 남자에서 식품섭취에 따른 당뇨병 및 IFG* 유병률 (당뇨병 포함) 

단위 : 명(%) 

 기 준 

N (%) FPG      HbA1c IFG 

특성 

(Unit) 

 

 Prevalence N (%) 

채소류(g)  2397 (100) 278 (11.6) 187 (7.8) 247 (10.44) 

 <181.4 409 (17.06) 46 (11.25) 38 (9.29) 47 (11.63) 

 181.4-287.2 532 (22.19) 48 (9.02) 40 (7.52) 54 (10.38) 

 287.2-426.9 642 (26.78) 87 (13.55) 46 (7.17) 59 (9.32) 

 >426.9 814 (33.96) 97 (11.92) 63 (7.74) 87 (10.77) 

 p-value  0.113 0.64 0.319 

      

과일류(g)  1182 (100) 126 (10.66) 84 (7.11) 110 (9.45) 

 <138.8 338 (28.6) 41 (12.13) 29 (8.58) 29 (8.73) 

 138.8-269 299 (25.3) 32 (10.70) 20 (6.69) 27 (9.12) 

 269.1-465.4 274 (23.18) 21 (7.66) 20 (7.3) 26 (9.52) 

 >465.4 271 (22.93) 32 (11.81) 15 (5.54) 28 (10.65) 

 p-value  0.292 0.528 0.569 

      

육류(g)  1693 (100) 188 (11.1) 114 (6.73) 166 (9.92) 

 <27.6 348 (20.56) 45 (12.93) 28 (8.05) 40 (11.63) 

 27.6-60.6 421 (24.87) 44 (10.45) 27 (6.41) 40 (9.57) 

 60.7-130 429 (25.34) 56 (13.05) 24 (5.59) 32 (7.57) 

 >130 495 (29.24) 43 (8.69) 35 (7.07) 54 (11.04) 

 p-value  0.114 0.572 0.119 

      

*Impaired Fasting Glucose : 공복혈당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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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 여자에서 식품섭취에 따른 당뇨병 및 IFG* 유병률 (당뇨병 포함) 

단위 : 명(%) 

 기 준 

N (%) FPG      HbA1c IFG 

특성 

(Unit) 

 

 Prevalence N (%) 

열량 (Kcal)  2918 (100) 273 (9.36) 195 (6.68) 293 (11.21) 

 <1421 1019 (34.92) 90 (9.15) 73 (7.16) 113 (12.78) 

 1421-1840.5 783 (26.83) 75 (9.45) 48 (6.13) 84 (11.55) 

 1840.6-2397 645 (22.1) 62 (9.61) 42 (6.51) 62 (10.76) 

 >2397 471 (16.14) 46 (9.29) 32 (6.79) 36 (8.11) 

 p-value  0.99 0.849 0.082 

곡류군(g)  992 (100) 86 (8.67) 68 (6.85) 91 (10.14) 

 <238.6 257 (25.91) 28 (10.89) 20 (7.78) 22 (9.69) 

 238.6-320.6 217 (21.88) 14 (6.45) 9 (4.15) 18 (8.96) 

 320.7-417.6 231 (23.29) 16 (6.93) 14 (6.06) 17 (7.98) 

 >417.6 287 (23.93) 28 (9.76) 25 (8.71) 34 (13.28) 

 p-value  0.233 0.202 0.238 

당류(g)  1965 (100) 172 (8.75) 122 (6.21) 165 (9.32) 

 <2.1 546 (27.79) 54 (9.89) 39 (7.14) 47 (2.65) 

 2.1-6.2 538 (27.38) 45 (8.36) 29 (5.39) 44 (9.05) 

 6.3-13.6 480 (24.43) 35 (7.29) 30 (6.25) 41 (9.38) 

 >13.6 401 (20.41) 38 (9.48) 24 (5.99) 33 (9.17) 

 p-value  0.469 0.688 0.99 

두류(g)  1733 (100) 165 (9.52) 130 (7.5) 164 (10.57) 

 <13.0 494 (28.51) 44 (8.91) 35 (7.09) 46 (10.65) 

 13.0-31.1 474 (27.35) 46 (9.7) 33 (6.96) 40 (9.88) 

 31.2-66.9 390 (22.5) 45 (11.54) 32 (8.21) 45 (12.03) 

 >66.9 375 (21.64) 30 (8.0) 30 (8.0) 33 (9.71) 

 p-value  0.378 0.865 0.723 

*Impaired Fasting Glucose : 공복혈당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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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 여자에서 식품섭취에 따른 당뇨병 및 IFG* 유병률 (당뇨병 포함) 

단위 : 명(%) 

 기 준 

N (%) FPG      HbA1c IFG 

특성 

(Unit) 

 

 Prevalence N (%) 

채소류(g)  2913 (100) 273 (9.37) 194 (6.66) 291 (11.15) 

 <181.44 885 (30.38) 91 (10.28) 64 (7.23) 103 (13.17) 

 181.4-287.2 765 (26.26) 64 (8.37) 38 (4.97) 76 (10.95) 

 287.2-426.9 669 (22.97) 54 (8.07) 40 (5.98) 54 (8.88) 

 >426.9 594 (20.39) 64 (10.77) 52 (8.75) 58 (11.05) 

 p-value  0.213 0.033 0.093 

      

과일류(g)  1656 (100) 142 (8.57) 98 (5.92) 137 (9.15) 

 <138.77 379 (22.89) 41 (10.82) 33 (8.71) 35 (10.48) 

 138.8-269 434 (26.21) 36 (8.29) 31 (7.14) 42 (10.71) 

 269.1-465.4 439 (26.51) 39 (8.88) 16 (3.64) 32 (8.04) 

 >465.4 404 (24.4) 26 (6.44) 18 (4.46) 28 (7.51) 

 p-value  0.180 0.007 0.3 

      

육류(g)  1685 (100) 137 (8.13) 99 (5.88) 151 (9.86) 

 <27.605 511 (30.33) 38 (7.44) 24 (4.7) 46 (9.91) 

 27.6-60.6 416 (24.69) 39 (9.38) 29 (6.97) 42 (11.35) 

 60.6-130 431 (25.58) 26 (6.03) 23 (5.34) 31 (7.71) 

 >130 327 (19.41) 34 (10.4) 23 (7.03) 32 (10.81) 

 p-value  0.112 0.360 0.345 

*Impaired Fasting Glucose : 공복혈당장애 

 



 34

표 10. 남자에서 식사습관에 따른 당뇨병 및 IFG* 유병률(당뇨병 포함) 

단위 : 명(%) 

 기 준 

N (%) FPG      HbA1c IFG 

특성 

(Unit) 

 

 Prevalence N (%) 

1일 식사횟수  2640 (100) 308 (11.67) 212 (8.03) 276 (10.6) 

 1-2회 294 (11.13) 27 (9.38) 18 (6.12) 27 (9.18) 

 3회 2306 (87.35) 276 (11.97) 190 (8.24) 244 (10.71) 

 4-5회 40 (1.51) 5 (14.71) 4 (11.76) 5 (12.5) 

 p-value  0.47 0.45 0.49 

과식끼니  2640 (100) 308 (11.67) 212 (8.03) 276 (10.6) 

 아침 23 (0.87) 3 (13.04) 2 (8.7) 3 (13.04) 

 점심 238 (9.02) 23 (9.66) 25 (10.5) 24 (10.26) 

 저녁 1197 (45.34) 126 (10.53) 79 (6.6) 123 (10.41) 

 과식안함 1182 (44.77) 156 (13.2) 106 (8.97) 126 (10.81) 

 p-value  0.16 0.08 0.45 

결식끼니  2640 (100) 308 (11.67) 212 (8.03) 276 (10.6) 

 아침 634 (24.02) 55 (8.68) 30 (4.73) 62 (9.92) 

 점심 244 (9.24) 29 (11.89) 20 (8.2) 28 (11.62) 

 저녁 129 (4.89) 12 (9.3) 9 (6.98) 21 (16.41) 

 안거른다 1633 (61.86) 212 (12.98) 153 (9.37) 165 (10.24) 

 p-value  0.03 0.004 0.03 

식사의 규칙성  2640 (100) 308 (11.67) 212 (8.03) 276 (10.6) 

 규칙적 936 (35.45) 114 (12.18) 78 (8.33) 101 (10.93) 

 대체로 규칙 1067 (40.42) 120 (11.25) 87 (8.15) 96 (9.12) 

 대체로 불규 455 (17.23) 53 (11.65) 37 (8.13) 59 (13.17) 

 불규칙적 182 (6.89) 21 (11.54) 10 (5.49) 20 (11.11) 

 p-value  0.93 0.63 0.37 

      

*Impaired Fasting Glucose : 공복혈당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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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여자에서 식사습관에 따른 당뇨병 및 IFG* 유병률 (당뇨병 포함) 

단위 : 명(%) 

 기 준 

N (%) FPG      HbA1c IFG 

특성 

(Unit) 

 

 Prevalence N (%) 

1일 식사횟수  3197 (100) 301 (9.42) 219 (6.85) 318 (10.06) 

 1-2회 630 (19.7) 47 (7.7) 22 (3.61) 56 (8.89) 

 3-4회 2567 (80.29) 254 (9.89) 197 (7.67) 262 (10.37) 

 p-value  0.02 0.0008 0.06 

과식끼니  3197 (100) 301 (9.42) 219 (6.85) 318 (10.06) 

 아침 52 (1.63) 5 (9.62) 2 (3.85) 4 (7.69) 

 점심 480 (15.01) 40 (8.33) 28 (5.83) 39 (8.16) 

 저녁 1252 (39.16) 91 (7.27) 66 (5.27) 112 (9.02) 

 과식안함 1413 (44.2) 165 (11.68) 123 (8.7) 163 (11.74) 

 p-value  0.001 0.0003 0.0001 

결식끼니  3197 (100) 301 (9.42) 219 (6.85) 318 (10.06) 

 아침 740 (23.15) 42 (5.68) 25 (3.38) 58 (7.89) 

 점심 502 (15.7) 32 (6.37) 29 (5.78) 56 (11.34) 

 저녁 284 (8.88) 28 (9.86) 16 (5.63) 27 (9.71) 

 안거른다 1671 (52.27) 199 (11.91) 149 (8.92) 177 (10.71) 

 p-value  <.0001 <.0001 <.0001 

식사의 규칙성  3197 (100) 301 (9.42) 219 (6.85) 318 (10.06) 

 규칙적 1064 (33.28) 104 (9.77) 83 (7.8) 104 (9.9) 

 대체로 규칙적 1217 (38.07) 124 (10.19) 87 (7.15) 125 (10.39) 

 대체로 불규칙 695 (21.74) 54 (7.77) 37 (5.32) 65 (9.43) 

 불규칙적 221 (6.91) 19 (8.6) 12 (5.43) 24 (11.06) 

 p-value  0.33 0.18 0.62 

      

*Impaired Fasting Glucose : 공복혈당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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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뇨병 이환자를 제외한 그룹 

 

본인이 당뇨병에 이환 되었음을 알고 있는 연구 대상자를 제외

한 대상자들의 평균 열량 섭취량은 1985kcal이었고 남성의 경우 당

뇨병 및 공복혈당장애의 유병률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으

나, 여성의 경우에는 공복혈당장애의 유병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는데, 열량 섭취량이 적을수록 유병률이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다. 곡류군의 평균 섭취량은 348.1g 이었고, 평균 당질 섭

취량은 10.7g 이었으며 남녀 모두 유병률과의 유의한 관련성은 보

이지 않았다. 두류의 평균 섭취량은 54.6g 이었고, 남성의 경우에 

당화혈색소를 기준으로 유병률을 분석한 경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관련성을 보였다(표 12-1) (표 13-1). 평균 채소류 섭취량은 

339.2g 이었고, 당뇨병 및 공복혈당장애의 유병률과는 유의한 관련

성을 보이지 않았다. 과일류의 섭취 또한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평균 육류 섭취량은 103.3g 이었고, 남성에서 공복혈당을 기준으로 

당뇨병의 유병률을 분석한 경우에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표 12-

2) (표 13-2). 

대상자들의 식사습관과 관련하여 1일 식사횟수, 결식끼니, 과식끼니, 

식사의 규칙성에 따른 유병률을 분석한 결과, 당화혈색소에 따른 당

뇨병 및 공복혈당장애의 유병률과의 유의한 관련성은 남녀 모두에

서 보이지 않았고, 공복혈당에 따른 당뇨병 및 공복혈당장애의 유병

률 분석 결과, 남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는 요인

이 없었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저녁 결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공복혈당장애의 유병률과 관련하여 남성은 식사습관과의 유의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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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성을 보이지 않았고, 여성의 경우에는 과식을 하지 않는 경우와  

저녁에 과식을 하는 경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유병률을 보였고, 점

심을 결식하는 경우와 결식을 하지 않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표 14) (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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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남자에서 식품섭취에 따른 당뇨병 및 IFG* 유병률 (당뇨병 제외) 

단위 : 명(%) 

 기 준 

N (%) FPG      HbA1c IFG 

특성 

(Unit) 

 

 Prevalence N (%) 

열량 (Kcal)  2297 (100) 214 (9.32) 126 (5.49) 235 (10.37) 

 <1421 340 (14.8) 39 (11.47) 23 (6.76) 37 (11.01) 

 1421-1840.5 5.9 (22.16) 51 (10.02) 28 (5.5) 53 (10.58) 

 1840.6-2397 662 (28.82) 60 (9.06) 35 (5.29) 75 (11.47) 

 >2397 786 (34.22) 64 (8.14) 40 (5.09) 70 (9.03) 

 p-value  0.321 0.714 0.373 

곡류군(g)  857 (100) 71 (8.28) 44 (5.13) 77 (9.94) 

 <238.6 214 (24.97) 21 (9.81) 5 (2.34) 20 (10.47) 

 238.6-320.6 239 (27.89) 18 (7.53) 13 (5.44) 21 (9.68) 

 320.7-417.6 224 (26.14) 19 (8.48) 13 (5.8) 22 (10.95) 

 >417.6 180 (21.0) 13 (7.22) 13 (7.22) 14 (8.43) 

 p-value  0.773 0.151 0.867 

당류(g)  1702 (100) 156 (9.17) 92 (5.41) 161 (10.56) 

 <2.1 390 (22.91) 36 (9.23) 17 (4.36) 40 (11.43) 

 2.1-6.2 391 (22.97) 43 (11.0) 22 (5.63) 35 (10.26) 

 6.2-13.6 418 (24.56) 31 (7.42) 25 (5.98) 43 (11.29) 

 >13.6 503 (29.55) 46 (9.15) 28 (5.57) 43 (9.49) 

 p-value  0.374 0.76 0.784 

두류(g)  1423 (100) 139 (9.77) 70 (4.92) 135 (9.62) 

 <13 307 (21.57) 26 (8.47) 18 (5.86) 23 (7.57) 

 13-31.2 338 (23.75) 32 (9.47) 6 (1.78) 30 (9.04) 

 31.3-66.9 366 (25.72) 40 (10.93) 22 (6.01) 47 (13.13) 

 >66.9 412 (28.95) 41 (9.95) 24 (5.83) 35 (8.56) 

 p-value  0.753 0.024 0.162 

*Impaired Fasting Glucose : 공복혈당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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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남자에서 식품섭취에 따른 당뇨병 및 IFG* 유병률 (당뇨병 제외) 

단위 : 명(%) 

 기 준 

N (%) FPG      HbA1c IFG 

특성 

(Unit) 

 

 Prevalence N (%) 

채소류(g)  2292 (100) 214 (9.34) 127 (5.54) 234 (10.35) 

 <181.44 389 (16.97) 36 (9.25) 29 (7.46) 45 (11.72) 

 181.4-287.2 507 (22.12) 35 (6.9) 26 (5.13) 50 (10.08) 

 287.3-426.9 613 (26.75) 66 (10.77) 31 (5.06) 55 (9.11) 

 >426.9 783 (34.16) 77 (9.83) 41 (5.24) 84 (10.81) 

 p-value  0.153 0.347 0.323 

      

과일류(g)  1133 (100) 93 (8.21) 57 (5.03) 106 (9.5) 

 <138.77 320 (28.24) 27 (8.44) 21 (6.56) 29 (9.21) 

 138.77-269.0 288 (25.42) 25 (8.68) 14 (4.86) 26 (9.12) 

 269.1-465.4 263 (23.21) 14 (5.32) 11 (4.18) 24 (9.16) 

 >465.4 262 (23.12) 27 (10.31) 11 (4.2) 27 (10.63) 

 p-value  0.208 0.5 0.461 

      

육류(g)  1623 (100) 146 (9.0) 73 (4.5) 158 (9.84) 

 <27.605 332 (20.46) 36 (10.84) 17 (5.12) 35 (10.67) 

 27.6-60.6 401 (24.71) 33 (8.23) 16 (3.99) 38 (9.55) 

 60.7-130 411 (25.32) 46 (11.19) 169 (3.89) 32 (7.88) 

 >130 479 (29.51) 31 (6.47) 24 (5.01) 53 (11.21) 

 p-value  0.049 0.757 0.111 

      

*Impaired Fasting Glucose : 공복혈당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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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여자에서 식품섭취에 따른 당뇨병 및 IFG* 유병률 (당뇨병 제외) 

단위 : 명(%) 

 기 준 

N (%) FPG      HbA1c IFG 

특성 

(Unit) 

 

 Prevalence N (%) 

열량 (Kcal)  2790 (100) 181 (6.49) 102 (3.66) 283 (10.98) 

 <1421 936 (33.55) 60 (6.2) 37 (3.95) 112 (12.9) 

 1421-1840.5 751 (26.92) 43 (5.73) 17 (2.26) 77 (11.02) 

 1840.6-2397 623 (22.33) 46 (7.38) 29 (4.65) 60 (10.53) 

 >2397 480 (17.2) 34 (7.08) 19 (3.96) 34 (7.71) 

 p-value  0.581 0.099 0.041 

곡류군(g)  950 (100) 54 (5.68) 35 (3.68) 85 (9.58) 

 <238.56 245 (25.79) 18 (7.35) 12 (4.9) 22 (9.78) 

 238.6-320.7 213 (22.42) 10 (4.69) 5 (2.35) 18 (8.96) 

 320.8-417.6 221 (23.26) 11 (4.98) 5 (2.26) 13 (6.25) 

 >417.6 271 (28.53) 15 (5.54) 13 (4.8) 32 (12.65) 

 p-value  0.599 0.231 0.138 

당류(g)  1895 (100) 122 (6.44) 69 (3.64) 160 (9.14) 

 <2.13 517 (27.28) 34 (6.58) 19 (3.68) 44 (9.19) 

 2.1-6.2 521 (27.49) 34 (6.53) 15 (2.88) 43 (8.96) 

 6.3-13.6 463 (24.43) 21 (4.54) 17 (3.67) 41 (9.45) 

 >13.6 394 (20.79) 33 (8.38) 18 (4.57) 32 (8.94) 

 p-value  0.153 0.608 0.993 

두류(g)  1643 (100) 6.09 (100) 63 (3.83) 158 (9.72) 

 <13 465 (28.3) 23 (4.95) 16 (3.44) 47 (10.24) 

 13-31.1 454 (27.63) 33 (7.27) 18 (3.96) 36 (8.04) 

 31.2-66.9 366 (22.28) 26 (7.1) 12 (3.28) 44 (12.09) 

 >66.9 358 (21.79) 18 (5.03) 17 (4.75) 31 (8.73) 

 p-value  0.316 0.721 0.245 

*Impaired Fasting Glucose : 공복혈당장애 

 



 41

표 13-2. 여자에서 식품섭취에 따른 당뇨병 및 IFG* 유병률 (당뇨병 제외) 

단위 : 명(%) 

 기 준 

N (%) FPG      HbA1c IFG 

특성 

(Unit) 

 

 Prevalence N (%) 

채소류(g)  2784 (100) 181 (6.5) 101 (3.63) 281 (10.93) 

 <181.4 838 (30.1) 56 (6.68) 32 (3.82) 100 (12.99) 

 181.4-287.2 735 (26.4) 43 (5.85) 18 (2.45) 73 (10.66) 

 287.2-426.4 640 (22.99) 38 (5.94) 21 (3.28) 50 (8.4) 

 >426.4 571 (20.51) 44 (7.71) 30 (5.25) 58 (11.11) 

 p-value  0.521 0.056 0.062 

      

과일류(g)  1587 (100) 90 (5.67) 47 (2.96) 134 (8.54) 

 <138.8 354 (22.31) 21 (5.93) 10 (2.82) 35 (10.0) 

 138.8-269 417 (26.28) 25 (6.0) 18 (4.32) 40 (9.73) 

 269.1-465.4 425 (26.78) 27 (6.35) 9 (2.12) 32 (7.57) 

 >465.4 391 (24.64) 17 (4.35) 10 (2.56) 27 (6.99) 

 p-value  0.62 0.265 0.499 

      

육류(g)  1625 (100) 93 (5.72) 57 (3.51) 146 (9.07) 

 <27.6 494 (30.4) 23 (4.7) 13 (2.63) 46 (9.39) 

 27.6-60.6 396 (24.37) 26 (6.63) 16 (4.04) 40 (10.23) 

 60.7-130 418 (25.72) 17 (4.08) 13 (3.11) 31 (7.45) 

 >130 317 (19.51) 27 (8.26) 15 (4.73) 29 (9.29) 

 p-value  0.056 0.383 0.125 

      

*Impaired Fasting Glucose : 공복혈당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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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남자에서 식사습관에 따른 당뇨병 및 IFG* 유병률 (당뇨병 제외) 

단위 : 명(%) 

 기  준 

N (%) FPG      HbA1c IFG 특성 

 

 Prevalence N (%) 

1일 식사횟수  2521 (100) 234 (9.28) 142 (5.63) 261 (10.49) 

 1-2회 282 (11.18) 21 (7.61) 13 (4.6) 27 (9.57) 

 3회 2201 (87.31) 210 (9.54) 127 (5.77) 229 (10.53) 

 4-5회 38 (1.5) 3 (9.38) 2 (6.25) 5 (13.15) 

 p-value  0.67 0.61 0.67 

과식끼니  2521 (100) 234 (9.28) 142 (5.63) 261 (10.49) 

 아침 20 (0.79) 1 (5.0) 1 (5.0) 3 (15.0) 

 점심 225 (8.93) 16 (7.11) 17 (7.56) 21 (9.5) 

 저녁 1156 (45.85) 101 (8.74) 53 (4.58) 116 (10.17) 

 과식안함 1120 (44.43) 116 (10.36) 71 (6.34) 121 (10.95) 

 p-value  0.3 0.17 0.55 

결식끼니  2521 (100) 234 (9.28) 142 (5.63) 261 (10.49) 

 아침 620 (24.59) 48 (7.74) 23 (3.71) 62 (10.15) 

 점심 227 (9.0) 22 (9.69) 13 (5.73) 24 (10.71) 

 저녁 124 (4.92) 9 (7.26) 7 (5.65) 21 (17.07) 

 안거른다 1550 (61.48) 155 (10.0) 99 (6.39) 154 (10.07) 

 p-value  0.34 0.11 0.17 

식사의 규칙성  2521 (100) 234 (9.28) 142 (5.63) 261 (10.49) 

 규칙적 885 (35.11) 83 (9.38) 49 (5.54) 94 (10.77) 

 대체로 규칙적 1026 (40.7) 93 (9.06) 58 (5.65) 91 (8.98) 

 대체로 불규칙 439 (17.41) 44 (10.02) 29 (6.61) 57 (13.19) 

 불규칙적 171 (6.78) 14 (8.19) 6 (3.51) 19 (11.24) 

 p-value  0.89 0.52 0.32 

      

*Impaired Fasting Glucose : 공복혈당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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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여자에서 식사습관에 따른 당뇨병 및 IFG*유병률 (당뇨병 제외) 

단위 : 명(%) 

 기 준 

N (%) FPG      HbA1c IFG 특성 

 

 Prevalence N (%) 

1일 식사횟수  3053 (100) 196 (6.42) 113 (3.7) 307 (10.18) 

 1-2회 615 (20.14) 39 (6.55) 14 (2.35) 54 (8.78) 

 3-4회 2430 (79.59) 157 (6.46) 99 (4.07) 253 (10.54) 

 p-value  0.59 0.17 0.66 

과식끼니  3053 (100) 196 (6.42) 113 (3.7) 307 (10.18) 

 아침 47 (1.54) 3 (6.38) 1 (2.13) 3 (6.38) 

 점심 465 (15.23) 30 (6.45) 19 (4.09) 38 (8.21) 

 저녁 1217 (39.86) 63 (5.18) 42 (3.45) 111 (9.2) 

 과식안함 1324 (43.37) 100 (7.55) 51 (3.85) 155 (11.92) 

 p-value  0.11 0.84 0.01 

결식끼니  3053 (100) 196 (6.42) 113 (3.7) 307 (10.18) 

 아침 726 (23.78) 34 (4.68) 17 (2.34) 57 (7.91) 

 점심 484 (15.85) 19 (3.93) 16 (3.31) 55 (11.55) 

 저녁 277 (9.07) 22 (7.94) 11 (3.97) 27 (9.96) 

 안거른다 1566 (51.29) 121 (7.73) 69 (4.41) 168 (10.85) 

 p-value  0.003 0.1 0.002 

식사의 규칙성  3053 (100) 196 (6.42) 113 (3.7) 307 (10.18) 

 규칙적 1004 (32.89) 66 (6.57) 41 (4.08) 98 (9.89) 

 대체로 규칙적 1167 (38.22) 82 (7.03) 48 (4.11) 122 (10.58) 

 대체로 불규칙 665 (21.78) 32 (4.81) 15 (2.26) 63 (9.56) 

 불규칙적 217 (7.11) 16 (7.37) 9 (4.15) 24 (11.27) 

 p-value  0.27 0.17 0.52 

      

*Impaired Fasting Glucose : 공복혈당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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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뇨병 및 공복혈당장애와 일반적 특성, 임상특성 및 

신체계측치와의 회귀분석 

 

당뇨병 및 공복혈당장애와 유의한 관계를 가진 변수를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통해 재 분석해본 결과, 공복혈당으로 분석한 당뇨병 

유병률과 유의한 변수는 남성에서는 연령,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혈압, 허리·엉덩이 둘레비(WHR) 였고, 여성에서는 연령, 중성지방, 

고혈압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특히 여성에서는 50대

에서 당뇨병에 대한 위험이 가장 높아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표 16) (표 17). 

당화혈색소로 분석한 당뇨병 유병률과 유의한 변수는 남성은 연령,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허리·엉덩이 둘레비(WHR) 였는데, 연령

이 70세 이상인 군에서 39세 이하인 군에 비하여 당뇨병의 위험성

이 2.4배 높았고, 허리·엉덩이 둘레비(WHR)가 0.9를 초과하는 군에

서의 당뇨병의 위험성이 정상인 군에 비하여 1.89배 더 높았다. 여

성에서는 연령, 학력,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혈압, 허리·엉덩이 

둘레비(WHR), 허리둘레 였다. 

이 중 남성에서 50-59세 군은 39세 이하인 군에 비해 당뇨병의 위

험성이 2.22배, 70세 이상인 군에서는 2.4배 높았고 여성의 경우는 

연령에 따른 당뇨병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져 50-59세 군에서 39세 

이하인 군에 비하여 2.8배, 60-69세 군이 3.06배, 70세 이상인 군

이 3.65배나 높았다.   

남성에서는 허리·엉덩이 둘레비(WHR)가 0.9를 초과하는 군이 정상

군에 비하여 당뇨병의 위험성이 1.89배 높았고, 여성에서는 허리·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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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이 둘레비(WHR)가 0.8를 초과하는 군이 정상군에 비하여 2.15배 

더 높았다(표 18) (표 19). 

공복혈당장애의 유병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남성은 연령, 중

성지방, 허리·엉덩이 둘레비(WHR), 신체질량지수(BMI)가 유의하였

는데, 특히 70세 이상 군에서 공복혈당장애의 위험성이 39세 이하

군에 비하여 2.62배 높았고 허리·엉덩이 둘레비(WHR)가 0.9를 초

과하는 군은 정상군에 비하여 공복혈당장애의 위험성이 1.36배 높

았다. 여성의 공복혈당장애의 위험요인은 연령, 중성지방 이었는데, 

특히 60-69세 군에서는 39세 이하인 군에 비하여 공복혈당장애의 

위험성이 2.18배 높았으며, 70세 이상인 군에서는 2.77배 높았다(표 

20) (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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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남자에서 공복혈당 기준의 당뇨병 유병률 관련인자 회귀분석 

독립변수  OR 95% CI 

연령    

(세) ≤39 1.0  

 40-49 1.01 0.77 – 1.32 

 50-59 1.88 1.45 – 2.44 

 69-69 1.73 1.29 – 2.33 

 ≥70 1.92 1.37 – 2.69 

Income    

(만원) 0-65 1.0  

 66-100 1.04 0.82 – 1.33 

 101-199 1.07 0.84 – 1.36 

 ≥200 1.32 0.99 – 1.76 

Total Cholesterol    

(mg/dL) <200 1.0  

 200-240 1.26 0.95 – 1.67 

 >240 1.66 1.02 – 2.72 

LDL-cholesterol    

(mg/dL) <100 1.0  

 100-129 1.08 0.86 – 1.37 

 130-159 0.89 0.63 – 1.28 

 160-189 0.9 0.53 – 1.52 

 >189 1.25 0.67 – 2.34 

Triglyceride    

(mg/dL) <150 1.0  

 150-199 1.59 1.28 – 1.96 

 200-499 1.99 1.55 – 2.56 

고혈압  1.37 1.14 – 1.64 

WHR† 0.1-0.9 1.0  

 >0.9 1.76 1.46 - 2.12 

BMI (kg/m²)‡  1.03 1.0 – 1.06 

 †Waist to Hip Ratio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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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여자에서 공복혈당 기준의 당뇨병 유병률 관련인자 회귀분석 

독립변수  OR 95% CI 

연령 ≤39 1.0

(세) 40-49 1.09 0.75 – 1.58 

 50-59 1.95 1.33 – 2.86 

 69-69 1.38 0.89 – 2.15 

 ≥70 1.34 0.78 – 2.28 

학력    

 무학 및 초등학교 1.0  

 중학교 1.1 0.76 – 1.59 

 고등학교 0.96 0.68 – 1.36 

 전문대학 이상 0.88 0.58 – 1.35 

흡연    

 No 1.0  

 Yes 0.9 0.68 – 1.19 

Total Cholesterol <200 1.0  

(mg/dL) 200-240 1.19 0.81 – 1.77 

 >240 1.35 0.66- 2.75 

HDL-cholesterol 1-39 1.0  

(mg/dL) >39 0.89 0.67 – 1.18 

LDL-cholesterol <100 1.0  

(mg/dL) 100-129 1.18 0.86 – 1.63 

 130-159 0.97  0.59 – 1.58 

 160-189 0.8 0.37 – 1.73 

 >189 2.04 0.85 - 4.94 

Triglyceride <150 1.0  

(mg/dL) 150-199 1.35 1.001 – 1.83 

 200-499 1.59 1.13 – 2.26 

고혈압  1.77 1.37 – 2.29 

WHR†    

 0.1-0.8 1.0  

 >0.8 1.36 0.71 – 2.6 

허리둘레(cm)    

 1-88 1.0  

 >88 1.35 0.97 – 1.88 

BMI (kg/m²)‡  0.99 0.94 – 1.05 

†Waist to Hip Ratio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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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남자에서 당화혈색소 기준의 당뇨병 유병률 관련인자 회귀분석 

독립변수  OR 95% CI 

연령     

(세) ≤39 1.0  

 40-49 1.37 0.99 – 1.99 

 50-59 2.2 1.61 – 3.02 

 69-69 2.18 1.57 – 3.04 

 ≥70 2.4 1.66 – 3.48 

Total Cholesterol     

(mg/dL) <200 1.0  

 200-240 1.01 0.72 – 1.42 

 >240 1.63 0.95 – 2.78 

LDL-cholesterol     

(mg/dL) <100 1.0  

 100-129 1.09 0.82 – 1.43 

 130-159 1.17 0.78 – 1.77 

 160-189 1.23 0.69 – 2.19 

 >189 1.99 1.02 – 3.87 

Triglyceride     

(mg/dL) <150 1.0  

 150-199 1.72 1.36 – 2.16 

 200-499 1.82 1.39 – 2.39 

고혈압  0.89 0.68 – 1.18 

WHR† 0.1-0.9 1.0  

 >0.9 1.89 1.55 – 2.33 

  †Waist to Hip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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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 여자에서 당화혈색소 기준의 당뇨병 유병률 관련인자 회귀분석 

독립변수  OR 95% CI 

연령     

(세) ≤39 1.0  

 40-49 1.52 1.09 – 2.13 

 50-59 2.8 1.99 – 3.94 

 69-69 3.06 2.11 – 4.43 

 ≥70 3.65 2.37 – 5.61 

학력    

 무학 및 초등학교 1.0  

 중학교 1.44 1.07 – 1.93 

 고등학교 1.65 1.25 – 2.18 

 전문대학 이상 1.65 1.16 – 2.35 

Total Cholesterol  <200 1.0  

(mg/dL) 200-240 1.04 0.74 – 1.47 

 >240 1.79 1.03 – 3.11 

HDL-cholesterol  1-39 1.0  

(mg/dL) >39 0.91 0.72 – 1.14 

LDL-cholesterol  <100 1.0  

(mg/dL) 100-129 1.04 0.78 – 1.37 

 130-159 1.13 0.75 – 1.72 

 160-189 1.14 0.63 – 2.06 

 >189 1.84 0.93 – 3.61 

Triglyceride  <150 1.0  

(mg/dL) 150-199 1.68 1.33 – 2.14 

 200-499 1.84 1.38 – 2.45 

고혈압  1.31 1.06 – 1.62 

WHR† 0.1-0.8 1.0  

 >0.8 2.15 1.38 – 3.36 

허리둘레 (cm) 1-88 1.0  

 >88 1.67 1.29 – 2.16 

BMI‡ (kg/m²)  0.97 0.94 – 1.01 

†Waist to Hip Ratio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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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남자에서 공복혈당장애의 유병률 관련인자 회귀분석  

독립변수  OR 95% CI 

연령  

(세) ≤39 1.0  

 40-49 1.45 1.11 – 1.89 

 50-59 1.73 1.28 – 2.34 

 69-69 2.06 1.48 – 2.87 

 ≥70 2.62 1.79 – 3.84 

Income    

(만원) 0-65 1.0  

 66-100 0.98 0.77 – 1.25 

 101-199 0.94 0.73 – 1.2 

 ≥200 0.92 0.67 – 1.27 

학력    

 무학 및 초등학교 1.0  

 중학교 1.08 0.83 – 1.39 

 고등학교 0.99 0.76 – 1.28 

 전문대학 0.45 0.2 – 1.003 

 대학교 이상 0.96 0.67 – 1.37 

Total Cholesterol (mg/dL) <200 1.0  

 200-240 1.03 0.77 – 1.39 

 >240 0.98 0.58 – 1.66 

LDL-cholesterol (mg/dL) <100 1.0  

 100-129 1.09 0.87 – 1.37 

 130-159 1.09 0.76 – 1.55 

 160-189 1.5 0.88 – 2.56 

 >189 1.56 0.77 – 3.18 

Triglyceride (mg/dL) <150 1.0  

 150-199 1.11 0.89 – 1.39 

 200-499 1.57 1.19 – 2.05 

고혈압  1.14 0.95 – 1.37 

WHR† 0.1-0.9 1.0  

 >0.9 1.36 1.13 – 1.64 

BMI (kg/m²)‡  1.07 1.04 – 1.09 

†Waist to Hip Ratio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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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여자에서 공복혈당장애의 유병률 관련인자 회귀분석 

독립변수  OR 95% CI 

연령     

(세) ≤39 1.0  

 40-49 1.47 1.001 – 2.16 

 50-59 1.59 1.02 – 2.49 

 69-69 2.18 1.35 – 3.52 

 ≥70 2.77 1.58 – 4.86 

학력    

 무학 및 초등학교 1.0  

 중학교 1.45 0.97 – 2.15 

 고등학교 1.05 0.71 – 1.56 

 전문대학 이상 0.94 0.57 – 1.54 

흡연    

 No 1.0  

 Yes 1.08 0.79 – 1.46 

Income     

(만원) 0-65 1.0  

 66-100 0.92 0.64 – 1.33 

 101-199 0.88 0.6 – 1.28 

 ≥200 1.07 0.66 – 1.73 

Total Cholesterol     

(mg/dL) <200 1.0  

 200-240 1.07 0.69 – 1.66 

 >240 1.2 0.57 – 2.55 

LDL-cholesterol     

(mg/dL) <100 1.0  

 100-129 0.92 0.66 – 1.29 

 130-159 1.08 0.64 – 1.81 

 160-189 1.33 0.6 – 2.93 

 >189 1.35 0.48 –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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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여자에서 공복혈당장애의 유병률 관련인자 회귀분석 

독립변수  OR 95% CI 

HDL-cholesterol     

(mg/dL) 1-39 1.0  

 >39 1.05 0.77 – 1.43 

Triglyceride     

(mg/dL) <150 1.0  

 150-199 1.09 0.78 – 1.52 

 200-499 1.73 1.19 – 2.5 

고혈압  0.95 0.73 – 1.24 

WHR†    

 0.1-0.8 1.0  

 >0.8 1.21 0.64 – 2.26 

허리둘레    

(cm) 1-88 1.0  

 >88 1.28 0.89 – 1.82 

BMI‡  1.04 0.98 – 1.09 

(kg/m²)    

†Waist to Hip Ratio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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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뇨병 및 공복혈당장애와 식품섭취 및 식사습관의  

회귀분석 

 

이전의 분석에서 공복혈당수치 및 당화혈색소로 분석한 당뇨병 

및 공복혈당장애의 유병률과 유의한 상관성이 한번이라도 있던 식

품섭취 및 식사습관 변수들을 주요 독립변수로 하고 해당 종속변수

와 유의하게 관련 있는 일반적 특성, 임상특성 및 신체계측치를 모

형에 추가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은 당뇨병 이

환그룹을 포함한 경우와 당뇨병 이환그룹을 제외한 경우로 각각 나

누어 시행하였다. 그 결과, 공복혈당을 기준으로 분석한 경우 남성

에서는 유의한 변수가 없었고, 여성에서는 당뇨병 포함군에서 당류

섭취량이 증가하면 당뇨병의 위험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결과가 해

석되었으나, 당뇨병 제외군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표 22)(표 23). 

당화혈색소를 기준으로 분석한 경우 남성에서 당뇨병 포함군과 제

외군 모두에서 결식끼니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역상관을 보였다. 

여성에서는 당뇨병 포함군에서 과일 섭취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역상관을 보였으나 제외군에서는 유의하지 않았고, 결식끼니는 당뇨

병 포함군과 제외군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역상관을 보였

다(표 24)(표 25). 한편, 공복혈당장애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남

녀 모두에서 유의한 변수가 없었다(표 26)(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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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남자에서 공복혈당 기준의 식사습관인자 회귀분석 

당뇨병 포함 당뇨병 제외 
독립변수  

OR 95% CI OR 95% CI 

연령 ≤39 1.0  1.0  

(세) 40-49 0.82 0.52 – 1.29 0.7 0.43 – 1.18 

 50-59 1.87 1.21 – 2.9 1.63 1.01 – 2.63 

 69-69 1.42 0.84 – 2.39 0.99 0.53 – 1.83 

 ≥70 1.47 0.75 – 2.89 0.9 0.38 – 2.13 

Total Cholesterol <200 1.0  1.0  

(mg/dL) 200-240 1.35 0.95 – 1.9 1.47 0.99 – 2.18 

 >240 2.27 1.47 – 3.51 2.13 1.28 – 3.54 

Triglyceride <150 1.0  1.0  

(mg/dL) 150-199 1.28 0.88 – 1.87 1.3 0.85 – 2.01 

 200-499 2.09 1.37 – 3.12 2.06 1.27 – 3.33 

고혈압  1.29 0.94 – 1.79 1.35 0.93 – 1.96 

WHR† 0.1-0.9 1.0  1.0  

 >0.9 2.31 1.67 – 3.2 2.1 1.44 – 3.07 

열량 (kcal)  1.02 0.86 – 1.2 1.05 0.87 – 1.27 

채소 섭취량 (g)  1.04 0.89 – 1.21 1.05 0.88 – 1.25 

과일 섭취량 (g)  0.9 0.79 – 1.04 0.95 0.81 – 1.11 

당류 섭취량 (g)  0.87 0.75 – 1.001 0.98 0.83 – 1.15 

결식끼니 결식안함 1.0  1.0  

 아침 0.82 035 – 1.23 0.88 0.57 – 1.37 

 점심 0.79 0.47 – 1.31 0.71 0.38 – 1.31 

 저녁 0.94 0.49 – 1.77 1.02 0.5 – 2.07 

†Waist to Hip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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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여자에서 공복혈당 기준의 식사습관인자 회귀분석 

당뇨병 포함 당뇨병 제외 
독립변수  

OR 95% CI OR 95% CI 

연령      

(세) ≤39 1.0  1.0  

 40-49 1.01 0.64 – 1.58 0.86 0.52 – 1.4 

 50-59 2.57 1.67 – 3.94 2.15 1.34 – 3.43 

 69-69 2.03 1.2 – 3.42 1.36 0.73 – 2.53 

 ≥70 2.19 1.12 – 4.29 1.28 0.54 – 3.04 

Triglyceride      

(mg/dL) <150 1.0  1.0  

 150-199 1.66 1.16 – 2.39 1.67 1.1 – 2.54 

 200-499 3.96 1.98 – 4.42 2.87 1.82 – 4.54 

고혈압  1.45 1.05 – 1.99 1.51 1.05 – 2.17 

열량 (kcal)  1.07 0.91 – 1.26 1.08 0.89 – 1.31 

채소 섭취량 (g)  1.04 0.89 – 1.2 1.05 0.89 – 1.25 

과일 섭취량 (g)  0.89 0.78 – 1.03 0.95 0.81 – 1.11 

당류 섭취량 (g)  0.87 0.75 – 0.99 0.97 0.83 – 1.15 

과식끼니      

 과식안함 1.0  1.0  

 아침·점심 0.93 0.56 – 1.53 0.79 0.43 – 1.44 

 저녁 1.02 0.72 – 1.45 1.0 0.68 – 1.49 

결식끼니      

 결식안함 1.0  1.0  

 아침 0.82 0.54 – 1.22 0.89 0.58 – 1.39 

 점심 0.76 0.46 – 1.27 0.69 0.37 – 1.27 

 저녁 0.97 0.51 – 1.83 1.09 0.53 – 2.22 

 

 

 



 56

표 24. 남자에서 당화혈색소 기준의 식사습관인자 회귀분석 

당뇨병 포함 당뇨병 제외 
독립변수  

OR 95% CI OR 95% CI 

연령 ≤39 1.0  1.0  

(세) 40-49 1.41 0.81 – 2.45 1.02 0.54 – 1.94 

 50-59 2.09 1.2 – 3.66 1.46 0.76 – 2.81 

 69-69 1.59 0.83 – 3.04 1.25 0.58 – 2.69 

 ≥70 1.54 0.68 – 3.52 0.35 0.07 – 1.62 

LDL-cholesterol <100 1.0  1.0  

(mg/dL) 100-129 1.2 0.71 – 2.05 1.29 0.65 – 2.53 

 130-159 1.7 0.98 – 2.96 1.83 0.9 – 3.73 

 160-189 3.03 1.59 – 5.73 3.76 1.69 – 8.39 

 >189 5.41 2.43 – 12.02 7.05 2.72 – 18.3 

Triglyceride <150 1.0  1.0  

(mg/dL) 150-199 1.74 1.13 – 2.68 1.84 1.08 – 3.12 

 200-499 1.72 1.02 – 2.9 1.3 0.65 – 2.59 

WHR† 0.1-0.9 1.0  1.0  

 >0.9 2.29 1.54 – 3.41 2.19 1.33 – 3.61 

열량 (kcal)  0.97 0.79 – 1.19 1.04 0.8 – 1.35 

채소 섭취량 (g)  1.06 0.88 – 1.27 1.04 0.8 – 1.31 

과일 섭취량 (g)  0.85 0.72 – 1.01 0.88 0.71 – 1.09 

당류 섭취량 (g)  0.91 0.76 – 1.09 1.11 0.89 – 1.39 

결식끼니 결식안함 1.0  1.0  

 아침 0.56 0.33 – 0.94 0.55 0.29 – 0.99 

 점심 0.48 0.24 – 0.97 0.22 0.07 – 0.73 

 저녁 0.48 0.19 – 1.23 0.47 0.14 – 1.55 

†Waist to Hip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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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여자에서 당화혈색소 기준의 식사습관인자 회귀분석 

당뇨병 포함 당뇨병 제외 
독립변수  

OR 95% CI OR 95% CI 

연령 ≤39 1.0  1.0  

(세) 40-49 1.35 0.76 – 2.39 1.0 0.51 – 1.95 

 50-59 2.13 1.17 – 3.89 1.58 0.77 – 3.21 

 69-69 1.6 0.78 – 3.29 1.39 0.59 – 3.29 

 ≥70 1.74 0.69 – 4.37 0.46 0.09 – 2.33 

학력 초등학교↓ 1.0  1.0  

 중학교 1.04 0.58 - 1.87 1.22 0.58 – 2.59 

 고등학교 1..35 0.81 – 2.27 1.44 0.74 – 2.81 

 전문대학↑ 1.07 0.56 – 2.05 1.28 0.58 – 2.84 

Total Cholesterol <200 1.0  1.0  

(mg/dL) 200-240 1.42 0.92 – 2.21 1.59 0.91 – 2.73 

 >240 3.77 2.32 – 6.14 4.39 2.39 – 8.04 

Triglyceride <150 1.0  1.0  

(mg/dL) 150-199 1.57 1.02 – 2.43 1.59 0.93 – 2.7 

 200-499 1.36 0.79 – 2.34 1.03 0.51 – 2.08 

고혈압  1.32 0.88 – 1.96 1.22 0.75 – 1.99 

WHR† 0.1-0.9 1.0  1.0  

 >0.9 2.27 0.95 – 5.43 3.13 0.93 – 10.47 

허리둘레(cm)  2.29 1.54 – 3.41 2.31 1.41 – 3.79 

열량 (kcal)  0.96 0.78 – 1.18 1.02 0.79 – 1.33 

채소 섭취량 (g)  1.05 0.87 – 1.27 1.03 0.82 – 1.29 

과일 섭취량 (g)  0.83 0.7 – 0.99 0.85 0.69 – 1.05 

당류 섭취량 (g)  0.92 0.77 – 1.09 1.12 0.89 – 1.41 

과식끼니 과식안함 1.0  1.0  

 아침·점심 1.28 0.7 – 2.33 1.6 0.76 – 3.37 

 저녁 1.02 0.65 – 1.57 1.1 0.64 – 1.91 

결식끼니 결식안함 1.0  1.0  

 아침 0.56 0.33 – 0.94 0.54 0.29 – 0.99 

 점심 0.51 0.25 – 1.02 0.23 0.07 – 0.74 

 저녁 0.36 0.13 – 0.96 0.33 0.09 – 1.13 

†Waist to Hip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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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남자에서 공복혈당장애 기준의 식사습관인자 회귀분석 

당뇨병 포함 당뇨병 제외 
독립변수  

OR 95% CI OR 95% CI 

연령 ≤39 1.0  1.0  

(세) 40-49 1.7 1.09 – 2.64 1.69 1.09 – 2.63 

 50-59 2.46 1.53 – 3.96 2.35 1.45 – 3.81 

 69-69 2.32 1.32 – 4.06 2.37 1.35 – 4.15 

 ≥70 2.92 1.43 – 5.96 2.57 1.21 – 5.45 

Triglyceride <150 1.0  1.0  

(mg/dL) 150-199 1.25 0.84 – 1.87 1.23 0.82 – 1.86 

 200-499 1.87 1.16 – 3.03 1.98 1.22 – 3.21 

WHR† 0.1-0.9 1.0  1.0  

 >0.9 1.22 0.85 – 1.76 1.25 0.86 – 1.81 

BMI(kg/m²)‡  1.09 1.03 – 1.15 1.08 1.02 – 1.14 

열량 (kcal)  1.0 0.84 – 1.19 0.97 0.81 – 1.15 

채소 섭취량 (g)  0.97 0.83 – 1.14 0.97 0.82 – 1.14 

과일 섭취량 (g)  0.89 0.77 – 1.01 0.89 0.77 – 1.04 

당류 섭취량 (g)  0.99 0.86 – 1.16 1.02 0.88 – 1.19 

결식끼니 결식안함 1.0  1.0  

 아침 1.09 0.74 – 1.63 1.13 0.76 – 1.69 

 점심 1.11 0.68 – 1.82 1.18 0.72 – 1.94 

 저녁 0.53 0.22- 1.26 0.56 0.24 – 1.33 

†Waist to Hip Ratio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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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여자에서 공복혈당장애 기준의 식사습관인자 회귀분석 

당뇨병 포함 당뇨병 제외 
독립변수  

OR 95% CI OR 95% CI 

연령 ≤39 1.0  1.0  

(세) 40-49 1.88 1.22 – 2.91 1.86 1.2 – 2.89 

 50-59 2.91 1.82 – 4.65 2.75 1.71 – 4.44 

 69-69 2.65 1.5 – 4.67 2.69 1.52 – 4.75 

 ≥70 3.04 1.47 – 6.25 2.64 1.23 – 5.68 

Triglyceride <150 1.0  1.0  

(mg/dL) 150-199 1.42 0.96 – 2.1 1.41 0.94 – 2.1 

 200-499 2.17 1.36 – 3.47 2.29 1.43 – 3.68 

열량 (kcal)  1.0 0.84 – 1.19 0.97 0.81 – 1.15 

채소 섭취량 (g)  0.98 0.83 – 1.15 0.98 0.83 – 1.15 

과일 섭취량 (g)  0.9 0.78 – 1.05 0.89 0.77 – 1.05 

당류 섭취량 (g)  1.01 0.87 – 1.17 1.03 0.89 – 1.21 

과식끼니 과식안함 1.0    

 아침·점심 0.73 0.41 – 1.3 0.7 0.39 – 1.27 

 저녁 1.07 0.74 – 1.54 1.05 0.72 – 1.52 

결식끼니 결식안함 1.0    

 아침 1.11 0.74 – 1.65 1.15 0.76 – 1.72 

 점심 1.08 0.66 – 1.77 1.15 0.7 – 1.88 

 저녁 0.62 0.26 – 1.48 0.65 0.27 –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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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찰 

 

  공복혈당을 기준으로 분석한 당뇨병의 유병률은 남성이 

11.96%, 여성이 9.65% 였고, 당화혈색소를 기준으로 분석한 

유병률은 남성이 8.11%, 여성이 6.88%이었다. 공복혈당장애의 

유병률은 남성이 12.59%, 여성이 11.38%이었다. 1993년 

연천지역을 대상으로 한 박용수 등(1995)의 역학 연구에서 30세 

이상에서 남성의 당뇨병 유병률은 10.8%, 여성의 당뇨병 유병률은 

7.9%이었고, 공복혈당장애의 유병률은 남성 12.5%, 여성 11.3%로 

보고된 것에 비해 당뇨병의 유병률은 더 높았고, 공복혈당장애의 

유병률은 유사하였다. 

성별 당뇨병 유병률 차이는 남자가 여자보다 당뇨병 유병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고 박용수 등(1995)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교육 정도에 따른 유병률은 남성에서는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에 공복혈당장애의 유병률이 높았으며, 여성에서는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공복혈당 및 당화혈색소를 기준으로 한 당뇨병과 

공복혈당장애의 유병률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건강관리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려 

된다. 

 흡연여부의 당뇨병 유병률과의 상관성에 대해 아직까지 

뚜렷하게 밝혀진 것은 없으나,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경우에서 

공복혈당기준의 당뇨병 유병률과 공복혈당장애의 유병률에 영향을 

주었는데, 흡연을 하는 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소득수준과 관련하여서는 남성의 경우는 공복혈당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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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당뇨병 유병률과 공복혈당장애의 유병률에 영향을 미쳤는데, 

소득수준이 낮을 때 유병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교육수준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에서는 건강관리에 소홀할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여성의 경우에는 당화혈색소를 기준으로 분석한 당뇨병 

유병률 및 공복혈당장애의 유병률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는데, 

남성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에서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이는 

박용수 등(1995)의 연구에서 도시화 정도가 당뇨병의 유병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된 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숨이 가쁘고 땀이 날 정도의 강도의 운동시행 빈도와 

관련하여서는 남성의 경우에 공복혈당 및 당화혈색소를 기준으로 

분석한 당뇨병의 유병률에 영향을 주었는데, 1주일에 3-7회 

시행하는 군에서 당뇨병의 유병률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고, 

공복혈당장애의 유병률은 운동을 1주일에 1-2회 시행하는 군에서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당뇨병 이환군을 제외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한 것으로, 당뇨병 환자이거나 당뇨병에 위험 요인인 

복부비만 또는 체중과다 상태의 사람들이 운동을 규칙적으로 

시행한 결과로도 추정 가능하며, 공복혈당장애의 경우는 완전히 

당뇨병이 이환 되지 않은 경우로, 스스로 당뇨병임을 자각한 경우가 

드물고 운동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운동을 

시행하지 않거나 드물게 시행하는 군에서 공복혈당장애의 유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운동을 적게 하는 군에서 

공복혈당장애의 유병률이 높은 것은 XR Pan 등(1994)이 활동량의 

저하가 당뇨병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이라고 보고한 것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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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콜레스테롤이 증가할수록 당뇨병 및 공복혈당장애의 

유병률이 증가하였으며, 남녀 모두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40mg/dL를 초과하는 경우에 현격한 유병률의 상승 경향을 보였다. 

이는 Chihaoui M 등(2001)이 총 콜레스테롤을 내당능장애의 

위험인자로 보고한 것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HDL 콜레스테롤은 남성에서 당뇨병 유병률 및 공복혈당장애의 

유병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는데, 수치가 낮은 

군에서 유병률이 더 높았다. HLD 콜레스테롤이 운동량과 연관이 

있음을 생각할 때 운동이 부족한 경우에 공복혈당장애의 유병률이 

높아진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결과로 생각되어진다. 여성의 

경우도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군에서 당뇨병 및 

공복혈당장애의 유병률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LDL 콜레스테롤은 남녀 모두에서 수치가 상승할수록 당뇨병 

및 공복혈당장애의 유병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이전 

XR Pan 등(1994)의 연구에서 고혈압이 당뇨병의 위험요인으로 

보고 되었고, LDL 콜레스테롤이 고혈압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생각할 때, 고혈압이 당뇨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지지하는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중성지방 농도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에 관계되는 대표적인 

지방질로써 중성지방의 정상범위는 35-135mg/dL정도이며, 혈중 

중성지방의 상승은 기호품 등의 보편화로 인한 과다한 섭취에서 그 

요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유헌 등, 1988). 본 

연구에서는 공복혈당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중성지방 농도가 

200mg/dL 이상인 군의 당뇨병 유병률은 남성이 19.03%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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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mg/dL 미만인 군의 9.28%에 비해 2.07배나 높았고, 여성의 

경우에도 중성지방 농도가 200mg/dL 이상인 군의 당뇨병 유병률이 

21.25%로 150mg/dL 미만인 군의 6.61%에 비해 3.21배나 높았다. 

이는 중성지방을 당뇨병의 위험인자로 보고한 박용수 등(1995)과 

김희승(2000)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수축기혈압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당뇨병의 위험요인으로 

밝혀진 바 있는데(박용수 등, 1995; 김희승, 2000; 조남한, 2001), 

본 연구에서도 남녀 모두에서 당뇨병 및 공복혈당장애의 

위험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공복혈당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는 수축기혈압이 120mmHg 미만인 군의 당뇨병 

유병률이 7.39%인 것에 비하여 140mmHg 이상인 군의 당뇨병 

유병률은 17.07%로 2.3배가 더 높았고, 여성의 경우에도 

수축기혈압이 120mmHg미만인 군의 당뇨병 유병률이 5.54%인 

것에 비하여, 140mmHg 이상인 군의 당뇨병 유병률은 15.18%로 

2.74배 더 높았다. 

남녀 모두에서 고혈압을 가진 군이 정상 혈압군에 비하여 

당뇨병 및 공복혈당장애의 유병률이 높았는데,  중국에서 당뇨병의 

위험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고혈압이 당뇨병의 위험요인으로 

밝혀진 결과를 지지하였다(XR Pan 등, 1994). 

허리·엉덩이 둘레비(WHR)는 전체 연구 대상 남성인구의 

47.15%에서 0.9를 초과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허리·엉덩이 

둘레비(WHR)가 0.8을 초과하는 군이 전체의 74.63%를 차지해 

비만성 인구가 증가함을 보였고, 허리·엉덩이 둘레비(WHR)가 높은 

군에서 당뇨병 및 공복혈당장애의 유병률도 높아짐을 보여 당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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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으로 허리·엉덩이 둘레비(WHR)를 제시한 XR Pan 

등(1994)과 이정민(1998)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허리둘레는 여성의 경우에서만 당뇨병 및 공복혈당장애의 

위험요인으로 분석되었는데, 허리 둘레가 88cm이상인 군에서 

유병률이 높아짐을 보였고 이는 최근 당뇨병 위험요인을 분석한 

조남한(2001)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신체질량지수(BMI)와 관련하여서는 25 kg/m²을 기준으로 하여 

비만에 속하는 군이 남성은 전체의 53.09%였고 여성의 경우는 

55.7%가 이에 해당하여 인구의 비만화를 보였고, 당뇨병 유병인구 

중에서는 남성은 60.6%, 여성은 71.6%가 이에 해당하여, 

신체질량지수 25 kg/m²을 기준으로 약 35% 정도의 당뇨병 

환자만이 비만에 속하는 것으로 발표된 민헌기(1992)의 연구에 

비교되었다. 신체질량지수가 높아짐에 따라 당뇨병 및 

공복혈당장애의 유병률도 상승함을 보였고, 특히 여성의 경우 

신체질량지수가 25 kg/m² 이상인 경우에 당뇨병 및 공복혈당장애의 

유병률이 급격히 상승함을 보여 당뇨병의 강력한 위험 요인임을 

시사하였고, 국내 당뇨병은 비비만형이 많다는 기존의 연구(김영설 

등, 1985; 민용기 등, 1985; 송태휘 등, 1990; 민헌기, 1992; 김희연 

등, 1994; 윤건호, 1996)와 비교되는 결과를 보였다. 

    Benett 등(1984)은 Pima Indian을 대상으로 1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열량 섭취량과 전분의 섭취량이 당뇨병 발병과 상관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Ohlsen 등(1985)도 당뇨병 발병이 

비만과 관련된 과다한 열량 섭취와 관계가 깊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열량 섭취량이 당뇨병 및 공복혈당장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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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률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곡류군의 섭취량과 관련하여서는 Colditz 등(1992)은 탄수화물 

섭취량이 당뇨병 발병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Sevak 

등(1994)은 당뇨병이 고탄수화물 식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고탄수화물 식이는 고인슐린혈증과 고지방혈증을 야기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유도할 것으로 추측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곡류군의 섭취량이 당뇨병 및 공복혈당장애의 유병률과 유의한 

연관성은 보이지 않았으며, 다만 당뇨병 포함군에서 남성의 경우에 

당류를 상대적으로 적게 섭취하는 군에서 당뇨병의 유병률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당뇨병 이환자를 제외한 군에서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당뇨병 이환자가 교육 및 

지식의 습득에 의해 혈당의 과다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당류의 

섭취를 적게 한 결과로 생각되어진다. 

Franz MJ 등(1994), Feskens EJM 등(1991)이 섬유소, 

복합당의 섭취량과 당뇨병의 발병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것에 비하여 본 연구 결과에서는 당뇨병 이환자를 포함한 

군에서 당화혈색소를 기준으로 분석한 경우에 채소류를 많이 

섭취하는 군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병률을 보여 위의 결과에 

반하였으나, 당뇨병 이환자를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 유의한 

관련성은 보이지 않았다. 

Snowdon 등(1985)은 제7일 안식교인을 대상으로 21년간 추적 

조사를 통해 비채식주의자의 당뇨병 발병률이 채식주의자에 비해 

2배나 높았으며, 당뇨병 발병률이 높은 원인으로서 육류 섭취량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는 당뇨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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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복혈당장애의 유병률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는 

서양인에 비해 우리나라 국민이 상대적으로 육류 섭취량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과일류 섭취량과 관련하여서는 당뇨병 포함군의 여성에서 

과일류 섭취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군의 당뇨병 유병률이 높아, 

그린랜드의 Inuit를 대상으로 당뇨병 및 내당능장애를 연구한 Marit 

E. 등(2002) 의 연구에서 잦은 과일섭취가 당뇨병과 역상관 관계에 

있음을 보고한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당뇨병 이환자를 

제외한 군에서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아, 당뇨병으로 이환된 

경우 교육 및 지식의 습득으로 인해 의도적으로 과일류 섭취량을 

적게 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여성에서 당뇨병을 포함한 군에서 1일 식사횟수가 1-2회인 

경우에 비하여 3-4회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당뇨병의 유병률이 

높았으나 당뇨병 이환군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당뇨병을 포함한 군에서 식사횟수가 많은 경우에 

유병률이 높았던 것은, 당뇨병 환자의 경우 당 이용능력의 저하로 

세포의 상대적인 당 부족으로 인해 다식을 하게 되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과식은 주로 저녁을 과식하는 경우가 남녀 모두에서 많았으나 

당뇨병의 유병률과 유의한 상관성은 보이지 않았으며, 당뇨병 

포함군 남성에서 과식을 하는 경우보다 과식을 하지 않는 경우에 

당뇨병 및 공복혈당장애의 유병률이 더 높았으나 당뇨병을 제외한 

군에서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아, 이 역시 교육 및 

지식습득의 영향으로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행동으로 해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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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끼니는 남녀 모두에서 아침결식의 비율이 높았으나 당뇨병 

및 공복혈당장애의 유병률과 유의한 관련성은 보이지 않았다. 

당뇨병 포함군 남성에서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경우에 당뇨병 및 

공복혈당장애의 유병률이 더 높았으나 이것은 교육 및 지식 습득에 

의한 결과로 생각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로 당뇨병 

이환자를 제외한 경우에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여성의 경우에는 당뇨병 포함군에서 남성과 마찬가지로 결식을 

하지 않는 군에서 유병률이 더 높았으나 당뇨병 이환자를 제외한 

경우에는 당뇨병은 저녁 식사를 거르는 경우에, 공복혈당장애는 

점심 식사를 거르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유병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전체 연구 대상자들의 식사의 규칙성은 대체로 규칙적인 

경우가 남녀 모두에서 6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당뇨병 및 

공복혈당장애의 유병률과 유의한 관련성은 보이지 않았다. 

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을 당뇨병 군으로 정의하였을 때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성은 연령,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혈압, 허리·엉덩이 둘레비(WHR) 였으며, 여성은 연령, 중성지방, 

고혈압이었다. 당화혈색소가 6%를 초과한 군을 당뇨병 군으로 

정의하였을 때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성은 연령,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허리·엉덩이 둘레비(WHR) 였고, 여성은 연령, 

교육수준,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혈압, 허리·엉덩이 

둘레비(WHR) 및 허리둘레 였다. 1993년 경기도 연천군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당뇨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허리·엉덩이 

둘레비(WHR), 중성지방, 혈청 SGOT농도, 연령, 수축기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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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가족력, 거주지역 특성(도시화 정도) 등이 밝혀졌고(박용수 

등, 1995), 1997년 전라북도 정읍군에서의 당뇨병 역학 조사에서는 

위험인자로 신체질량지수, 수축기혈압, 허리·엉덩이 둘레비(WHR), 

당뇨병 가족력 등이 제시되었다(Kim et al.,1998).  

본 연구결과에서 공복혈당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성은 

연령, 중성지방, 신체질량지수(BMI), 허리·엉덩이 둘레비(WHR), 

였고, 여성은 연령, 중성지방 이었다. 이는 공복혈당장애의 

위험요인으로 남성은 나이, 수축기 혈압, 중성지방이고 여성은 

수축기 혈압으로 제시한 김희승 등(2000)의 연구와 비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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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당뇨병 및 공복혈당장애의 유병률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와 식사 습관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 자료는 1998.11.1~12.30까지 시행된 국민건강 영양조사 

결과를 이용하였으며, 조사는 전국을 대표하는 12,189가구의 전체 

가구원 39,331명 중 건강검진을 실시한 20세 이상의 인구 

7,962명과 식품섭취조사를 실시한 11,267명 중 20세 이상의 인구 

8,166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30세 이상인 사람들에게는 

HbA1c검사가 추가로 실시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당뇨병과 공복혈당장애 유병률은 남, 녀 모두에서 연령이 

많을수록 높았고, 남성의 유병률이 여성보다 높았다. 공복혈당을 

기준으로 분석한 당뇨병 유병률은 여성은 60-69세 군이 15.92%로 

가장 높았고, 남성은 50-59세 군에서 18.21%로 가장 높았다. 

당화혈색소를 기준으로 분석한 당뇨병 유병률은 여성은 60-69세 

군이 11.99%, 남성은 50-59세 군이 11.96% 였다. 공복혈당장애의 

유병률은 여성은 70세 이상 군에서 19.87%로 가장 높았고, 남성은 

60-69세 군에서 16.53%로 가장 높았다. 

2. 식품섭취 및 식사습관과 당뇨병 및 공복혈당장애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공복혈당을 기준으로 한 경우 여성에서 당류섭취량이 

증가하면 당뇨병의 위험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결과가 해석되었으나, 

대상자 중 당뇨병에 이환된 경우를 제외하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당화혈색소를 기준으로 분석한 경우 남성에서 당뇨병 포

함군과 제외군 모두에서 결식끼니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역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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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였으며, 여성에서는 당뇨병 포함군에서 과일 섭취량이 통계학

적으로 유의하게 역상관을 보였으나 제외군에서는 유의하지 않았고, 

결식끼니는 당뇨병 포함군과 제외군 모두에서 유의한 역상관을 보

였다. 

3. 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을 당뇨병 군으로 정의하였을 때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성은 연령,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혈압, 허리·엉덩이 둘레비(WHR) 였으며, 여성은 연령, 중성지방, 

고혈압이었다. 당화혈색소가 6%를 초과한 군을 당뇨병 군으로 정의

하였을 때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성은 연령, LDL 콜레스테

롤, 중성지방, 허리·엉덩이 둘레비(WHR) 였고, 여성은 연령, 교육수

준,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혈압, 허리둘레, 허리·엉덩이 둘레비

(WHR) 였다. 공복혈당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성은 연령, 

중성지방, 허리·엉덩이 둘레비(WHR), 신체질량지수(BMI)였고, 여성

은 연령, 중성지방이었다.  

본 연구에서 단면적 연구설계의 제한점으로 식사습관의 당뇨병 

및 공복혈당장애와의 통계적 유의성을 밝히지 못하였으나, 최근 들

어 당뇨병 유병률의 증가와 함께 결식이나 과식을 하는 경향이 많

고 과일의 섭취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향적 코호트 연구

에 기반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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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ducted to estimate the prevalence of 

Diabetes Mellitus(DM) and Impaired Fasting Glucose(IFG), and to 

examine the determinants focused on dietary habits and fruit 

intakes of these prevalence. We used data from the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in 1998. 

Of 39,331 entire family members from 12,189 families 

representing the nation in the 1998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which was carried out November 

the 1st to December the 30th, 1998. A total number of 7,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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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who were over 20 years of age and checking the health 

examination and 8,166 people who were 20 years of age and 

investigated food intake survey were analyzed in this study.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Prevalence of DM and IFG was high in old age for both 

men and women, and higher in men than in women. The highest 

prevalence rate of DM based on fasting plasma glucose(defined 

by FPG≥126mg/dL) was 15.92% for women in the age of 60~69, 

and 18.21% for men in the age of 50~59. When based on 

Hemoglobin A1c, the prevalence of DM(defined by HbA1c>6%) 

was 11.99% for women in the age of 60~69, and 11.96% for men 

in the age of 50~59. The highest prevalence of IFG was 19.87% 

for women in the age over 70, and 16.53% for men in the age of 

60~69.  

2. As to the relation between the prevalence of DM based on 

fasting plasma glucose and IFG and dietary habit and fruit intake, 

prevalence of DM in the women decreased significantly when 

their glucose intake increased, but significance was disappeared 

when observations with morbidity of DM were excluded. When 

based on hemoglobin Alc, skip-eating was inversely associated 

with the prevalence of DM in men and women when inclu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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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xcluding the observations with morbidity of DM. For women, 

fruit intake was inversely significant but not significant in the 

case of excluding the observations with morbidity of DM. 

3. The prevalence of DM based on FPG was related to age,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hypertension, waist to hip 

ratio(WHR) for men, and age, triglyceride, and hypertension for 

women. Based on hemoglobin A1c, the prevelance of DM was 

related to age, LDL-cholesterol, triglyceride, and WHR for men, 

and age, educational background,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hypertension, waist circumference, and WHR for women. Factors 

related to IFG were age, triglyceride, WHR, Body Mass 

Index(BMI) for men, and age and triglyceride for women.  

This study didn’t make statistical relation about dietary habit 

of DM and IFG. It was due to the limit of cross-sectional study. 

Prospective cohort study, however, is clearly needed, because 

the frequency of skip-eating or overeating is escalating and fruit 

intake along with the prevalence is rapidly increasing in our 

count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