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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한국 성인에서 악력과 인슐린 저항성의 관련성

배경 및 목적

인슐린 저항성은 대사 증후군 당뇨병 심뇌혈관질환 발생의 중요한 선행, ,

기전에 있다 낮은 악력은 인슐린 저항성 증가의 위험 요소이며 악력은 당뇨. ,

병 발생 총 사망률 심뇌혈관질환 및 만성질환 이환율 등과 유의한 역의 상, ,

관관계가 있다는 근거들이 축적되고 있으나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국내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슐린 저항이 높을 위험에 있.

는 사람을 조기 선별하고 예방 요인으로써 적극적으로 중재하기 위하여 근력

의 대리지표인 악력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의 만,

세 성인에서의 악력과 인슐린 저항성의 독립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19-64

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국인의 특성을 대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 제(KNHANES) 6

기 차년도 자료를 이용한 단면연구이다 만 세 대상자 중 악력과3 (2015) . 19-64

인슐린 저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적 질환이 있는 경우와 주요 변수의

결측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총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악력과3,387 ,

인슐린 저항성의 관련성에 대해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악력을 체.

중으로 나눈 표준화 악력 값을 분위수로 나누어 비교하였고 인슐린 저항성4 ,

은 로그 변환을 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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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연구 대상자의 평균 악력은 남자 43.69±0.29 여자kg, 26.17±0.15 이며kg ,

인슐린 저항성 대리지표인 은 남자는HOMA-IR 2.23 여자는 이±0.06, 1.86±0.05

다 다중선형회귀분석의 결과 표준화 악력이 증가할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유. ,

의하게 감소하는 역의 관련성을 보였다 인슐린 저항성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층화하여 분석한 결과 남자는 비만인 경우와 비만이 아닌 경우의 모두에서, ,

여자는 비만이 있는 경우에서 표준화 악력과 인슐린 저항성이 역의 관련성을

보였다 복부비만이 있는 경우와 복부비만이 없는 경우 비흡연 또는 과거흡. ,

연을 한 경우와 현재흡연 중인 경우에서 남녀 모두 표준화 악력이 증가할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역의 관련성을 보였으며 복부비만이 있,

는 경우와 현재 흡연 중인 경우에 더 두드러진 결과를 보였다 음주 수준에.

따른 층화하여 분석한 결과 남자는 표준화 악력이 증가할수록 인슐린 저항성,

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역의 관련성을 보였다 여자는 표준화 악력이 증가할수.

록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방향성은 동일했으나 유의적인 관련성은 없었

다.

결론

우리나라 만 세 성인의 악력과 인슐린 저항성은 성별 비만 및 복부비19-64 ,

만 유무 흡연 상태 음주 수준에 따라 유의적인 역의 관련성이 있었으며, , , 복

부비만이 있는 경우와 현재흡연을 하는 경우에 더욱 두드러진 결과를 보였다.

다 추후 악력과 만성질환 발생의 관련성에 대한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핵심어 악력 인슐린 저항성 비만 흡연 음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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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Ⅰ

인슐린 저항성은 유전적 요인과 비만 흡연 음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적, , ,

요인 등의 복합적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eale, 2013).

이는 대사 증후군을 선행하는 기전에 있으며 당뇨병 및 심뇌혈관 질환의 잘,

알려진 중요한 위험인자이다 그러므로 인슐(Haffner and Miettinen, 1997). ,

린 저항성은 이러한 질환의 고위험군을 선별하기 위해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

한 요소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대(Otake et al., 2014). ,

사 증후군은 년 에서 년 로 증가하였으며1998 24.9% 2007 31.3% (Hong and Lim, 2

년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으로 남자와 여자 모두 심장 질환이015), 2015 , 2

위 뇌혈관 질환이 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뇨병 역시 남자 위 여자 위, 3 , 6 , 5

를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 우리나라의 심장질환 사망률은 최근 년간( , 2016). 10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뇌혈관질환의 사망률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심뇌혈관질환의 이환 경로에서 고혈압 당뇨. , , ,

고콜레스테롤 등의 선행질환이 기여하는 바가 크나 여전히 적정 관리가 저조

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고혈압과 당뇨병 등 주요 만성질( , 2016).

환 진료비는 년 조 억 원 규모로 지난 년 동안 배 정도 증가2012 17 3700 10 3.6

하였으며 총 진료비에서 만성질환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년 에, 2012 25.5%

서 년 로 증가하였다 오윤섭과 윤석준 그러므로 인슐린 저2011 35.5% ( , 2015). ,

항의 위험 수준에 있는 사람을 조기 선별하거나 조절 가능한 예방 요소를 찾

는 것은 대사증후군 유병률을 낮출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심뇌혈관 질환과 관,

련한 사망률을 줄이고 보건의료 비용을 절감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겠다.

악력 은 손바닥으로 물건을 쥐는 힘 이며 특정 근(handgrip strength) ‘ ’ ,

육이나 근육근이 발휘할 수 있는 최대 힘 을 의미한다 질병관(maximum for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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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본부 악력은 근력을 평가하는 지표이며 비 침습적이고 경제적이, 2015b). ,

며 측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Kawamoto et al., 2016; Mainous et al.,

신체적 기능을 예측하는 대리지표로서의 의미가 부각되고 있다2015) (Wind et

낮은 악력은 인슐린 저항성 증가의 위험 요소이며al., 2010). (Abbatecola et

당뇨병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고al., 2005; Jimenez-Pavon et al., 2012),

보고하였다 그 밖에 총 사망률 및 심혈관 질환(Wander et al., 2011). , (Lee e

만성질환 이환율t al., 2016; Leong et al., 2015), (Cheung et al., 2013)

등과의 유의한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근거들이 축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슐린 저항이 높을 위험에 있는 사람과 이의 선행으로 인한

만성질환이 걸릴 위험이 높은 사람을 조기 선별하고 예방 요인으로써 적극적

으로 중재하기 위하여 근력의 대리지표인 악력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알

아보고자 한다 유전적 환경적 요인의 영향으로 국가별 국민의 악력 분포가. ∙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한국에서의(Lee et al., 2013; Silva et al., 2010),

악력과 인슐린 저항성 및 질환 등과의 관련성 연구는 거의 없다 일부 악력을.

연구한 국내 연구들이 있으나 질환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자료는 거의 없으,

며 병원 지역 등에 국한되어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대표성 측면에서 부적절, ,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년도부터 악력의 측정을 도입한 국민건강. , 2014

영양조사의 국민의 대표성을 가진 자료를 통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

한 인슐린 저항성과의 관련성 연구는 노화에 따른 근력 저하와 관련한 노인,

에서의 연구 결과가 대부분이다 과거에는 중 노년층에서의 대사적 건강상태. ∙

와 만성질환의 관련성을 주로 다루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점차적으로 세 미. 40

만의 젊은 층에서도 대사증후군과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면서 그 중요성

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만(Kim et al., 2015). , 19

세의 성인에서 악력과 인슐린 저항성의 독립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64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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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악력에 따른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악력과 인슐린 저항성의 독립적인 관련성을 파악한다.

셋째 인슐린 저항성의 위험요인에 따른 악력과 인슐린 저항성의 독립적인 관,

련성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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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및 방법.Ⅱ

연구 모형1.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기 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독립6 3 (2015) .

변수는 악력이고 종속변수는 인슐린 저항성이다 즉 악력이 인슐린 저항성과. ,

의 독립적인 관련성이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구학적 특성 혈액학적,

특성 생활 습관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연구자료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기 차년도6 3 (2015)

독립변수 종속변수

악력 인슐린 저항성

통제

- 인구학적 특성

- 혈액학적 특성

생활 습관적 특성-

Figure 1. Research model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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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 및 자료2.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악력이 측정된 제 기 차년도 자료를6 3 (2015)

이용하여 만 세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19-64 . (KNHANES, Ko

는 국민건강증진법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제 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국민의 건강행태 만성질환 유병현황 식품 및16 , ,

영양섭취실태에 관한 법정조사이며 통계법 제 조에 근거한 정부지정통계 승, 17 (

인번호 제 호 이다 년부터 년까지 년 주기로 시행하였으며117002 ) . 1998 2005 3 ,

국가통계의 시의성 향상을 위해 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국민건강영2007 .

양조사의 표본 추출 틀은 표본설계 시점에서 가용한 가장 최근 시점의 인구주

택 총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 목표 모집단인 대한민국에 거주하,

는 만 세 이상 국민에 대하여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1

질병관리본부( , 2015a).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기 차년도 에 참여한 사람은 총 명이었다6 3 (2015) 7,380 .

이 중 세 미만이거나 세 이상인 사람 명을 제외한 명 중 임신19 65 2,983 4,397

중이거나 당뇨 의사 진단 병력이 있는 경우와 악력과 인슐린 저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적 질환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신부전 간경변증 암( , , , , , )

의 의사 진단 병력이 있는 경우 체중 악력 공복혈당 인슐린의 결측치가, , , ,

있는 경우인 명을 제외한 명이 연구 대상자에 포함되었다1,010 3,387 .

이 연구는 세브란스병원 연구심의위원회로부터 면제심의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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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HANES -3 (2015)Ⅵ

전체 대상자 명7,380

제외 명: 2,983

만 세 미만 세19 , 65

이상

만 세 성인19-64

명4,397

제외 명: 1,010

임산부 당뇨병 심, ,

근경색 협심증 뇌, ,

졸중 신부전 간경, ,

변증 암 악력과, ,

공복혈당 및 인슐린

결측치가 있는 경우

연구 대상자 명3,387

남 명 여 명( : 1,510 , : 1,877 )

Figure 2. Flow of study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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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의 선정 및 정의3.

본 연구에 포함된 변수는 연령 신장 체중 체(age), (height), (body weight),

질량지수 비만 복부둘레(body mass index), (obesity), (waist circumference),

복부비만 수축기혈압(abdominal obesity), (systolic BP, systolic blood pres

이완기혈압 중성지방sure), (diastolic BP, diastolic blood pressure), (trig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ycerides), (HDL cholesterol, high density lipop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rotein-cholesterol), (LDL cholesterol, low densi

혈당 인슐린ty lipoprotein-cholesterol), (glucose), (insulin), Homeostasi

악력s model assessment-insulin resistance(HOMA-IR), (HGS, handgrip stre

악력 체중 비율ngth), / (HGS/BW ratio, handgrip strength/body weight rati

흡연 음주 신체활동 이다o), (smoking), (alcohol), (physical activity) .

체질량지수는 체중 신장(kg)/ (m
2
로 계산하였고 비만 여부는 세계보건기구) ,

아시아태평양지역과 대한 비만학회에서 제시한 체질량지수 25kg/m
2
이상인 경

우를 비만으로 정의하였다 복부비만 여부는 대한 비만학회에서 한국인의 복.

부비만 진단 기준으로 제시한 남자 이상 여자 이상인 경우로 정의90cm , 85cm

하였는데 복부비만에 대한 기준은 아시아의 진단 기준과 차이가 있으나 한국,

인의 평균 복부둘레 및 비만과 동반되는 질환 위험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

의 기준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사용하였다 흡연은 비흡연 과거흡. ‘ ’, ‘

연 현재흡연 의 군으로 구분하였고 음주는 저위험 음주 와 고위’, ‘ ’ 3 ‘ ’ ‘

험 음주 군으로 구분하였다 고위험 음주는 회 평균 음주량이 남자는 잔’2 . '1 7

이상 여자는 잔 이상을 주 회 이상 음주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렇지 않은, 5 2 ,

경우를 저위험 음주로 정의하였다 신체활동은 적음 많음 군으로 구. ‘ ’, ‘ ’2

분하였으며 중강도 신체활동 시간이 분 이상이거나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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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 이상이거나 또는 중강도와 고강도 신체활동 시간을 합해서 주당75 150

분 고강도 분은 중강도 분과 동일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많음 으로( 1 2 ) ‘ ’

정의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적음 으로 정의하였다, ‘ ’ .

가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인슐린 저항성이다.

인슐린 저항성의 측정은 비 침습적이고 경제적이면서도 비교적 정확도가 높

아서 임상 연구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Homeostasis model assessment-insul

를 이용하였다 과거 인슐린 저항성의 측정은 표준적in resistance(HOMA-IR) .

인 검사법인 정상 혈당 클램프를 이용하였으나 복잡성과 비용의 한계로 큰 규

모의 역학연구에서의 사용은 제한적이었다 반면에 는 혈중 공복혈당. , HOMA-IR

과 인슐린 농도를 측정하면 비교적 간단히 계산할 수 있으며 정상 혈당 클램

프와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임상 영역에서 인슐린 저항성의 좋은 대

리지표로 사용하고 있다(Bonora et al., 2000).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나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악력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근력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제 기 차년도 부6 2 (2014)

터 악력측정항목을 도입하였다 디지털 악력계. (Figure 3 를 이용하여 악력검)

사를 시행하였으며 만 세 미만 팔 손 엄지손가락이 없는 경우 손의 마비10 , / / , ,

공복혈당 공복 인슐린HOMA-IR = (mg/dL) × (uIU/mL) / 405



- 9 -

손이나 손가락 깁스 손이나 손목 전체를 붕대로 감은 경우 최근 개월 이내, , 3

손이나 손목 부위 수술 최근 주일 이내 손이나 손목 부위 통증 쑤심 뻣뻣, 1 , ,

함이 있는 경우는 악력을 측정하지 않았다 악력은 네 개의 손가락과 엄지손.

가락의 협응성으로 손으로 물건을 쥐는 힘을 측정하는 것으로 채혈이나 폐,

기능 검사와 같이 검사 결과나 수행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보다 먼저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전문조사원은 검사 실시방법과 주의사항을 대상자에게

충분히 숙지시킨 후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측정하도록 하였다 손가락이나, .

손목에 있는 장신구를 제거한 후 양손을 회 정도 흔들고 열손가락 모두를, 3 ,

가볍게 쥐었다 폈다를 회 반복하는 등의 가벼운 준비운동을 실시하였고 이3 ,

후 일어선 상태에서 정면을 응시하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운 후 손가락마디가

손잡이와 가 되도록 악력계를 쥔 상태에서 최대로 쥐는 시간을 초 이내로90 3̊

하여 측정하였다 주로 사용하는 손부터 시작하여 양손을 번갈아서 회씩 총. 3

회를 측정하였으며 양손 측정 후 초간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였다 질병관리6 60 (

본부 본 연구에서는 주로 사용하는 손의 최대값을 최종 악력 값으로, 2015b).

사용하였으며 근력과 인체 계측치와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악력을 체중으로,

나누어 표준화 한 값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이에 따라 악력 체중. , / (HGS/BW rat

값을 표준화 악력이라 정의하였다io) .

Figure 3. Digital Grip Strength Dynam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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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혼란변수.

나이 혈액학적 특성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중성지방 고밀도 지단백 콜, ( , , ,

레스테롤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생활 습관적 특성 흡연상태 음주수, ), ( ,

준 신체활동정도 을 혼란변수로 사용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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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방법4.

국민건강영양조사 표본설계는 단순임의표본설계 가(simple random sampling)

아닌 단계 층화집락표본설계 를 이2 (two-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

용하여 추출되었으므로 자료 분석시 이러한 복합표본설계, (complex sampling)

내용을 반영하도록 권고한다 질병관리본부 이에 따라 층화변수는 분( , 2015a).

산 추정층 집락 변수는 조사구 가중치는 건강 설문 및 검진 통합가중치를, ,

고려하여 를 통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Survey procedure .

악력과 여러 인체 계측치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Pearson's co

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혈액학적rrelation coefficients) . ,

및 생활 습관적 자료의 일반적인 특성은 Proc Surveymeans, Proc Surveyfreq

를 이용한 기술 통계량 으로 제시하였다 연속(Mean ± Standard error, N(%)) .

형 변수의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세 집단 이상 간의 차이는 검T-test, ANOVA

정을 위해 를 이용하였으며 범주형 변수의 차이는Proc Surveyreg , chi-square

검정을 위해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Proc Surveyfreq, Proc Surveylogistic .

악력이 인슐린 저항성과의 독립적인 관련성이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Pro

를 이용하여 혼란변수를 보정한 다중선형회귀분석c Surveyreg (multiple linea

을 실시하였으며 인슐린 저항성의 잘 알려진 위험 요인인r regression) , 비만

및 복부비만의 유무 흡연 상태 음주 수준, , 에 따라 층화하여 결과를 도출하였

다 은 정규분포의 형태를 취하지. Glucose, Insulin, HOMA-IR, Triglycerides

않았으므로 로그 변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모든 자료는 을 사용SAS 9.4 version(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을 판정하기 위한 유의수준은 모두 로 설정하였다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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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Distribution of HOM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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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Distribution of log transformed HOM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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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Ⅲ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한국 성인의 악력과 인슐린 저항성과의 관련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분석 대상자는 총 명으로 이 중 남자는. 3,387 , 1,51

명 여자는 명 이었다0 , 1,877 .

남자의 연령은 평균 만 세이며 여자의 연령은 평균 만 세로 성별40.30 40.88

에 따른 연령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신장과 체중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측정되었으며 각( P 체질량지수는 남자에서< 0.001), 1.63kg

/m
2
더 높았다(P 비만 분율은 남자 여자 로 남자에< 0.001). 39.71%, 23.65%

서 유의적으로 높았다(P 복부둘레는 남자 여자 로< 0.001). 85.71cm, 77.04cm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 복부비만 분율은 남자 여자< 0.001), 29.92%, 19.

로 남자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다81% (P < 0.001).

혈액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남자에서 와 가 각, Systolic BP Diastolic BP

각 더 높았다7.99mmHg, 6.17mmHg (P 은 남자< 0.001). HDL cholesterol 48.02

여자 로 여자가 유의적으로 높았으며mg/dL, 56.46mg/dL (P 반대로< 0.001), L

은 남자 여자 로 남자에서 유의적으DL cholesterol 117.16mg/dL, 112.37mg/dL

로 높았다(P 와 은 남자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0.001). Glucose Insulin (P <

이를 이용하여 계산한 인슐린 저항성 지표인 은 남자0.001), HOMA-IR 2.23,

여자 으로 여자에 비해 남자가 더 유의적으로 높았다1.86 (P 남자의< 0.001).

악력 평균은 여자의 악력 평균은 이었으며 표준화 악력은43.69kg, 26.17kg ,

남자 여자 으로 남자가 유의적으로 높았다0.61, 0.46 (P < 0.001).

생활 습관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흡연과 고위험 음주 신체활동 많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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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율 모두 남자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 < 0.001).

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Variables
Men Women

P-value
(N=1,510) (N=1,877)

Age (years) 40.30±0.37 40.88±0.38 0.161

Height (cm) 172.50±0.19 159.26±0.16 <0.001

Body Weight (kg) 73.05±0.37 57.95±0.24 <0.001

Body mass index (kg/m
2
) 24.49±0.10 22.86±0.10 <0.001

Obesity (%) 39.71 23.65 <0.001

Waist circumference (cm) 85.71±0.26 77.04±0.26 <0.001

Abdominal obesity (%) 29.92 19.81 <0.001

Systolic BP (mmHg) 118.36±0.43 110.37±0.38 <0.001

Diastolic BP (mmHg) 78.60±0.33 72.43±0.27 <0.001

Triglycerides (mg/dL) 169.00±4.30 101.64±1.74 <0.001

HDL cholesterol (mg/dL) 48.02±0.33 56.46±0.35 <0.001

LDL cholesterol (mg/dL) 117.16±0.88 112.37±0.73 <0.001

Glucose (mg/dL) 98.27±0.56 93.27±0.39 <0.001

Insulin (uIU/mL) 8.89±0.23 7.75±0.16 <0.001

HOMA-IR 2.23±0.06 1.86±0.05 <0.001

HGS (kg) 43.69±0.29 26.17±0.15 <0.001

HGS/BW ratio 0.61±0.004 0.46±0.003 <0.001

Smoking (%) <0.001

Non-smoker 28.94 89.46

EX-smoker 29.37 4.81

Current-smoker 41.69 5.73

Alcohol (High, %) 22.17 5.65 <0.001

Physical activity (High, %) 35.28 23.56 <0.001

Data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error or as N(%).
BP, blood pressure;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LDL, low density lipoprote
in; HGS, hand grip strength; BW, body weight; HOMA-IR, homeostasis model ass
esment-insulin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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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Distribution of handgrip strength by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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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력과 인체 계측치 간의 상관성2.

Table 2에서와 같이 악력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체중 체질량지수 복부, , ,

둘레와 유의적인 양의 상관성이 있었으며 특히 체중은 악력과 더 강한 상관,

성을 보였다 각( P 등 은 악력과 인체 계측치 간의 의존< 0.001). Hurd (2011)

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악력을 체중으로 표준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악력과 인슐린 저항성의 관련성에 있어,

인체 계측치의 잠재적인 혼란 변수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여 악력 체중(kg)/ (k

으로 표준화하여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g) .

Table 2. Relationship between HGS and anthropometric measurements of
subjects by gender

Variables

Total Men Women

N=3,387 N=1,510 N=1,877

r(P-value) r(P-value) r(P-value)
Body weight (kg) 0.63(<0.001) 0.38(<0.001) 0.31(<0.001)

Body mass index (kg/m
2
) 0.31(<0.001) 0.26(<0.001) 0.16(<0.001)

Waist circumference (cm) 0.45(<0.001) 0.22(<0.001) 0.15(<0.001)

r,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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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의 악력에 따른 일반적 특성3.

가 남자.

남자 대상자의 악력에 따른 일반적 특성은 Table 3, 4에 제시하였다 표준.

화 악력을 이용하여 이를 사분위수에 따라 군으로 범주화하였다 표준화 악, 4 .

력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경향성을 P 로 제시하였으며 그룹 간 차for trend ,

이를 파악하기 위해 표준화 악력의 일사분위 그룹을 기준집단으로 각 그룹 간

의 유의한 차이를 세부적으로 표시하였다.

악력의 평균은 일사분위 이사분위 삼사분위 사37.67kg, 41.96kg, 44.73kg,

사분위 이었고 표준화 악력의 평균은 일사분위 이사분위48.54kg , 0.46, 0.56,

삼사분위 사사분위 이었다0.63, 0.73 .

연령은 모든 그룹에서 일사분위 그룹에 비해 더 높았으나 표준화 악력 사분

위수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성은 보이지 않았다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 비. , , ,

만 분율은 표준화 악력 사분위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각( P

복부둘레는 표준화 악력 사분위수가 증가할수록 유의하게for trend <0.001).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일사분위 그룹과 비교하여 각 그룹에서 모두 유의

하게 작았다(P 복부비만 분율 역시 표준화 악력 사분위for trend <0.001). ,

수가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P for trend <0.001).

혈액학적 특성에서는 표준화 악력 사분위수가 증가할수록, Systolic BP, Di

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astolic BP, Triglycerides, LDL cholesterol

었으며(Systolic BP and Dyastolic BP, P for trend 0.002; Triglycerides,

P for trend 0.005; LDL cholesterol, P for trend <0.001), HDL cholestero

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l (P for trend <0.001). Glucose, ins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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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표준화 악력 사분위수가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in (G

lucose, P for trend 0.002; Insulin, P 이에 따른for trend <0.001). HOMA-

역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일사분위 그룹과 비교하여 각IR ,

그룹에서 모두 유의하게 작았다(P for trend <0.001).

생활 습관적 특성에서는 현재흡연의 분율이 표준화 악력 사분위수가 증가,

할수록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P 고위험 음for trend = 0.038),

주와 신체활동 많음 의 분율은 표준화 악력 사분위수에 따른 경향성은 보‘ ’

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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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자.

여자 대상자의 악력에 따른 일반적 특성은 Table 5, 6에 제시하였다 표준.

화 악력을 이용하여 이를 사분위수에 따라 군으로 범주화하였다 표준화 악, 4 .

력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경향성을 P 로 제시하였으며 그룹 간 차for trend ,

이를 파악하기 위해 표준화 악력의 일사분위 그룹을 기준집단으로 각 그룹 간

의 유의한 차이를 세부적으로 표시하였다.

악력의 평균은 일사분위 이사분위 삼사분위 사21.99kg, 24.85kg, 26.75kg,

사분위 이었고 표준화 악력의 평균은 일사분위 이사분위29.51kg , 0.34, 0.42,

삼사분위 사사분위 이었다0.48, 0.56 .

연령은 표준화 악력 사분위수가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낮은 경향성을 보였

다(P 특히 일사분위 그룹에 비해 사사분위 그룹에서for trend <0.001). , 3.2

세 유의적으로 낮았다 신장은 표준화 악력 사분위수에 따른 경향성을 보이9 .

지 않았으나 체중 체질량지수 비만 분율은 표준화 악력 사분위수가 증가할, , ,

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각( P 복부둘레는 표준화 악for trend <0.001).

력 사분위수가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일사분위 그룹

과 비교하여 각 그룹에서 모두 유의하게 작았다(P 복부비for trend <0.001).

만 분율 역시 표준화 악력 사분위수가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P for trend <0.001).

혈액학적 특성에서는 표준화 악력 사분위수가 증가할수록, Systolic BP, Di

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astolic BP, Triglycerides, LDL cholesterol

었으며 각( P 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for trend <0.001), HDL cholesterol

이 있었다(P 은 표준화 악력 사분위수for trend <0.001). Glucose, insulin

가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각( P 이for trend <0.001).

에 따른 역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일사분위 그룹과HOMA-I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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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 각 그룹에서 모두 유의하게 작았다(P for trend <0.001).

생활 습관적 특성에서는 현재흡연의 분율은 남자와는 달리 표준화 악력, ,

사분위수에 따른 경향성은 보이지 않았으며 고위험 음주 분율 역시 표준화,

악력 사분위수에 따른 경향성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신체활동 많음 의. ‘ ’

분율은 표준화 악력 사분위수가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

다(P for trend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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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linical characteristics of male participants according to HGS/BW ratio quartile group

Variables

Quartile 1(Low) Quartile 2 Quartile 3 Quartile 4(High)

P for trendQ1<0.52 0.52 Q2<≤ 0.59 0.59 Q3<0.67≤ Q4 0.67≥

(N=323) (N=371) (N=387) (N=429)

Age (years) 38.79±0.80 41.47±0.69
*

41.11±0.68
*

39.78±0.65 0.563

Height (cm) 173.93±0.42 172.85±0.35
*

172.10±0.38
*

171.53±0.35
*

<0.001

Body Weight (kg) 82.05±0.94 75.22±0.60
*

71.15±0.51
*

66.44±0.54
*

<0.001

Body mass index (kg/m
2
) 27.04±0.25 25.14±0.18

*
24.00±0.14

*
22.56±0.16

*
<0.001

Obesity (%) 67.12 50.91 32.35 17.36 <0.001

Waist circumference (cm) 92.37±0.66 87.69±0.41
*

84.62±0.37
*

80.25±0.42
*

<0.001

Abdominal obesity (%) 57.6 39.56 21.21 9.72 <0.001

Systolic BP (mmHg) 119.74±0.81 119.04±0.85 118.76±0.79 116.51±0.60
*

0.002

Diastolic BP (mmHg) 79.70±0.63 79.07±0.58 78.92±0.63 77.18±0.50
*

0.002

Triglycerides (mg/dL) 173.19±7.77 175.66±8.78 166.72±8.25 162.75±7.98
*

0.005

HDL cholesterol (mg/dL) 45.15±0.75 46.47±0.64 49.77±0.69
*

49.87±0.72
*

<0.001

LDL cholesterol (mg/dL) 120.40±1.74 120.95±2.04 116.86±1.75 112.10±1.73
*

<0.001

Glucose (mg/dL) 100.20±1.32 98.09±0.73 99.50±1.21 95.93±0.99
*

0.002

Insulin (uIU/mL) 12.47±0.68 9.08±0.41
*

8.27±0.38
*

6.67±0.31
*

<0.001

HOMA-IR 3.16±0.18 2.24±0.11
*

2.12±0.11
*

1.64±0.10
*

<0.001

HGS (kg) 37.67±0.50 41.96±0.33
*

44.73±0.33
*

48.54±0.42
*

<0.001

HGS/BW ratio 0.46±0.003 0.56±0.001
*

0.63±0.001
*

0.73±0.003
*

<0.001

Data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error.
*
P-value <0.05 vs. Quartile 1(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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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Life style characteristics of male participants according to HGS/BW ratio quartile group

Variables

Quartile 1(Low) Quartile 2 Quartile 3 Quartile 4(High)

P for trendQ1<0.52 0.52 Q2<≤ 0.59 0.59 Q3<0.67≤ Q4 0.67≥

(N=323) (N=371) (N=387) (N=429)

Smoking (%)

Non-smoker 31.61 31.64 27.55 26.10

EX-smoker 31.13 29.97 28.89 28.03

Current-smoker 37.26 38.39 43.56 45.87 0.038
*

Alcohol (High, %) 24.36 16.35 29.29 18.89 0.666

Physical activity (High, %) 30.03 34.11 39.65 36.56 0.059
*
Estimated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Current-smoker vs. Non-smoker or Ex-smoker).



- 24 -

Table 5. Clinical characteristics of female participants according to HGS/BW ratio quartile group

Variables

Quartile 1(Low) Quartile 2 Quartile 3 Quartile 4(High)

P for trendQ1<0.38 0.38 Q2<0.45≤ 0.46 Q3<0.51≤ Q4 0.51≥

(N=382) (N=472) (N=489) (N=534)

Age (years) 42.21±0.80 41.84±0.69 41.22±0.73 38.92±0.63
*

<0.001

Height (cm) 158.75±0.42 159.34±0.32 158.99±0.29 159.77±0.32 0.102

Body Weight (kg) 65.67±0.69 59.81±0.48
*

56.36±0.37
*

52.70±0.35
*

<0.001

Body mass index (kg/m
2
) 26.05±0.25 23.54±0.17

*
22.33±0.15

*
20.66±0.14

*
<0.001

Obesity (%) 57.05 28.15 16.75 3.78 <0.001

Waist circumference (cm) 84.79±0.62 78.76±0.45
*

75.82±0.41
*

71.55±0.39
*

<0.001

Abdominal obesity (%) 50.13 22.33 13.67 2.92 <0.001

Systolic BP (mmHg) 113.31±0.84 72.95±0.58
*

109.47±0.66
*

108.24±0.57
*

<0.001

Diastolic BP (mmHg) 74.48±0.52 72.95±0.58
*

71.99±0.48
*

71.03±0.45
*

<0.001

Triglycerides (mg/dL) 119.79±4.03 108.91±3.67
*

96.58±2.75
*†

88.13±2.83
*

<0.001

HDL cholesterol (mg/dL) 52.23±0.75 55.40±0.66
*

57.77±0.75
*

58.94±0.65
*

<0.001

LDL cholesterol (mg/dL) 118.54±1.69 114.53±1.68 111.86±1.44
*

106.94±1.29
*

<0.001

Glucose (mg/dL) 98.30±1.27 93.94±0.85
*

92.19±0.52
*

90.33±0.38
*

<0.001

Insulin (uIU/mL) 10.26±0.46 8.27±0.41
*

7.17±0.26
*

6.16±0.18
*

<0.001

HOMA-IR 2.63±0.14 2.02±0.15
*

1.67±0.07
*

1.39±0.04
*

<0.001

HGS (kg) 21.99±0.24 24.85±0.20
*

26.75±0.18
*

29.51±0.18
*

<0.001

HGS/BW ratio 0.34±0.002 0.42±0.001
*

0.48±0.001
*

0.56±0.003
*

<0.001

Data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error.
*
P-value <0.05 vs. Quartile 1(Low).



- 25 -

Table 6. Life style characteristics of female participants according to HGS/BW ratio quartile group

Variables

Quartile 1(Low) Quartile 2 Quartile 3 Quartile 4(High)

P for trendQ1<0.38 0.38 Q2<0.45≤ 0.46 Q3<0.51≤ Q4 0.51≥

(N=382) (N=472) (N=489) (N=534)

Smoking (%)

Non-smoker 87.73 89.46 89.60 90.49

EX-smoker 7.67 3.35 4.48 4.37

Current-smoker 4.60 7.19 5.92 5.14 0.769
*

Alcohol (High, %) 5.33 6.12 6.99 4.28 0.545

Physical activity (High, %) 18.23 18.24 27.60 27.75 <0.001
*
Estimated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Current-smoker vs. Non-smoker or Ex-smo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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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른 악력과 인슐린 저항성의 관련성4.

성별에 따라 악력이 인슐린 저항성과의 독립적인 관련성이 있는 지를 파악

하기 위하여 표준화 악력이 가장 낮은 일사분위 그룹을 기준 집단으로 하여

종속변수인 인슐린 저항성 과 다중선형회귀분석(HOMA-IR) (multiple linear reg

을 실시하였다ression) (Table 7).

에서와 같이 연령을 보정한 경우 전체 대상자의 인슐린 저항성은Model 1 ,

표준화 악력 일사분위 그룹에 비해 이사분위 그룹 삼사분위 그룹-0.25, -0.3

사사분위그룹 정도로 모두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각7, -0.57 ( P-value <0.00

표준화 악력 사분위수가 증가할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유의적인1),

경향이 있었다(P 남자의 인슐린 저항성은 표준화 악력 일for trend <0.001).

사분위 그룹에 비해 이사분위 그룹 삼사분위 그룹 사사분위 그0.26, 0.38,– –

룹 정도로 모두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각0.62 (– P 표준화 악력-value <0.001),

사분위수가 증가할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유의적인 경향이 있었다(P

여자의 인슐린 저항성은 표준화 악력 일사분위 그룹에 비for trend <0.001).

해 이사분위 그룹 삼사분위 그룹 사사분위 그룹 정도로0.24, 0.35, 0.51– – –

모두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각( P 표준화 악력 사분위수가 증가-value <0.001),

할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유의적인 경향이 있었다(P for trend <0.00

1).

에 추가로 혈액학적 특성을 보정하였을 때 전체 대상자Model 1 (Model 2),

의 인슐린 저항성은 표준화 악력 일사분위 그룹에 비해 이사분위 그룹 -0.12,

삼사분위 그룹 사사분위그룹 정도로 모두 유의적으로 낮았으며-0.15, -0.28

각( P 표준화 악력 사분위수가 증가할수록 인슐린 저항성이-value <0.001),

감소하는 유의적인 경향이 있었다(P 남자의 인슐린 저항for trend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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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표준화 악력 일사분위 그룹에 비해 이사분위 그룹 삼사분위 그룹0.17,–

사사분위 그룹 정도로 모두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각0.17, 0.35 (– – P-value

표준화 악력 사분위수가 증가할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유의<0.001),

적인 경향이 있었다(P 여자의 인슐린 저항성은 표준화 악for trend <0.001).

력 일사분위 그룹에 비해 이사분위 그룹 삼사분위 그룹 사사분0.05, 0.11,– –

위 그룹 정도로 낮았으며 삼사분위 그룹과 사사분위 그룹에서 각각0.20 , r–

유의적이었다 삼사분위 그룹( , P 사사분위 그룹-value = 0.025; , P-value <0.

또한 표준화 악력 사분위수가 증가할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001). ,

유의적인 경향이 있었다(P for trend <0.001).

에 추가로 생활 습관적 특성을 보정하였을 때 전체 대상Model 2 (Model 3),

자의 인슐린 저항성은 표준화 악력 일사분위 그룹에 비해 이사분위 그룹 -0.1

삼사분위 그룹 사사분위그룹 정도로 모두 유의적으로 낮았으1, -0.12, -0.25

며 각( P 표준화 악력 사분위수가 증가할수록 인슐린 저항성이-value <0.001),

감소하는 유의적인 경향이 있었다(P 남자의 인슐린 저항for trend <0.001).

성은 표준화 악력 일사분위 그룹에 비해 이사분위 그룹 삼사분위 그룹0.15,–

사사분위 그룹 정도로 모두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각0.15, 0.31 (– – P-value

표준화 악력 사분위수가 증가할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유의<0.001),

적인 경향이 있었다(P 여자의 인슐린 저항성은 표준화 악for trend <0.001).

력 일사분위 그룹에 비해 이사분위 그룹 삼사분위 그룹 사사분0.04, 0.07,– –

위 그룹 정도로 낮았으며 사사분위 그룹에서 유의적이었다0.16 , (– P-value

또한 표준화 악력 사분위수가 증가할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0.001). ,

는 유의적인 경향이 있었다(P 악력과 인슐린 저항성의 관for trend <0.001).

련성에 있어 연령의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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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Multiple linear regression using log transformed HOMA-IR as the dependent variable by gender

Variables

HOMA-IR

Model 1 　 Model 2 　 Model 3

ß(SE) p-value 　 ß(SE) p-value 　 ß(SE) p-value

Total(N=3,387)
*

HGS/BW
ratio

Quartile 1(Low) reference reference reference

Quartile 2 -0.25(0.04) <0.001 -0.12(0.03) <0.001 -0.11(0.03) <0.001

Quartile 3 -0.37(0.04) <0.001 -0.15(0.03) <0.001 -0.12(0.04) <0.001

Quartile 4(High) -0.57(0.04) <0.001 　 -0.28(0.04) <0.001 　 -0.25(0.04) <0.001

P for trend　 <0.001 <0.001 <0.001

Men(N=1,510)
†

HGS/BW
ratio

Quartile 1(Low) reference reference reference

Quartile 2 -0.26(0.05) <0.001 -0.17(0.04) <0.001 -0.15(0.04) <0.001

Quartile 3 -0.38(0.05) <0.001 -0.17(0.05) <0.001 -0.15(0.04) <0.001

Quartile 4(High) -0.62(0.06) <0.001 　 -0.35(0.05) <0.001 　 -0.31(0.05) <0.001

P for trend　 <0.001 <0.001 <0.001

Women(N=1,877)
†

HGS/BW
ratio

Quartile 1(Low) reference reference reference

Quartile 2 -0.24(0.06) <0.001 -0.05(0.05) 0.271 -0.04(0.05) 0.370

Quartile 3 -0.35(0.05) <0.001 -0.11(0.05) 0.025 -0.07(0.05) 0.155

Quartile 4(High) -0.51(0.05) <0.001 　 -0.20(0.05) <0.001 　 -0.16(0.05) <0.001

P for trend　 <0.001 <0.001 <0.001
*
Model 1 was adjusted for gender and age, Model 2 was adjusted for the variables in model 1, plus clinical variables
(Abdominal obesity, Systolic BP, Diastolic BP, Triglycerides, HDL cholesterol, LDL cholesterol), Model 3 was adjusted
for the variables in model 2, plus life style variables (Smoking, Alcohol, Physical activity).
†
Model 1 was adjusted for age, Model 2 was adjusted for the variables in model 1, plus clinical variables (Abdominal
obesity, Systolic BP, Diastolic BP, Triglycerides, HDL cholesterol, LDL cholesterol), Model 3 was adjusted for the
variables in model 2, plus life style variables (Smoking, Alcohol, Physical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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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유무에 따른 악력과 인슐린 저항성의 관련성5.

가 남자.

남자에서 비만 유무에 따라 악력이 인슐린 저항성과의 독립적인 관련성이,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표준화 악력이 가장 낮은 일사분위 그룹을 기준

집단으로 하여 종속변수인 인슐린 저항성 과 다중선형회귀분석(HOMA-IR) (multi

을 실시하였다ple linear regression) (Table 8).

에서와 같이 연령을 보정한 경우 비만이 아닌 군의 인슐린 저항성Model 1 ,

은 표준화 악력 일사분위 그룹에 비해 이사분위 그룹 삼사분위 그룹0.002,–

사사분위 그룹 정도로 낮았으며 사사분위 그룹에서 유의적이었0.05, 0.19 ,– –

다(P 또한 표준화 악력 사분위수가 증가할수록 인슐린 저항-value = 0.009). ,

성이 감소하는 유의적인 경향이 있었다(P 비만인 군의 인for trend <0.001).

슐린 저항성은 표준화 악력 일사분위 그룹에 비해 이사분위 그룹 삼사0.26,–

분위 그룹 사사분위 그룹 정도로 모두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각0.25, 0.49 (– –

P 표준화 악력 사분위수가 증가할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value <0.001),

하는 유의적인 경향이 있었다(P for trend <0.001).

에 추가로 혈액학적 특성을 보정하였을 때 비만이 아닌Model 1 (Model 2),

군의 인슐린 저항성은 표준화 악력 일사분위 그룹에 비해 이사분위 그룹 0.0–

삼사분위 그룹 사사분위 그룹 정도로 낮았으며 사사분위 그4, 0.07, 0.19 ,– –

룹에서 유의적이었다(P 또한 표준화 악력 사분위수가 증가-value = 0.004). ,

할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유의적인 경향이 있었다(P for trend <0.00

비만인 군의 인슐린 저항성은 표준화 악력 일사분위 그룹에 비해 이사분1).

위 그룹 삼사분위 그룹 사사분위 그룹 정도로 모두 유의0.23, 0.15, 0.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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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낮았으며 이사분위 그룹 및 사사분위 그룹( , P 삼사분위-value <0.001;

그룹, P 표준화 악력 사분위수가 증가할수록 인슐린 저항성-value = 0.040),

이 감소하는 유의적인 경향이 있었다(P for trend <0.001).

에 추가로 생활 습관적 특성을 보정하였을 때 비만이 아Model 2 (Model 3),

닌 군의 인슐린 저항성은 표준화 악력 일사분위 그룹에 비해 이사분위 그룹 –

삼사분위 그룹 사사분위 그룹 정도로 낮았으며 사사분위0.03, 0.04, 0.16 ,– –

그룹에서 유의적이었다(P 또한 표준화 악력 사분위수가 증-value = 0.014). ,

가할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유의적인 경향이 있었다(P for trend =

비만인 군의 인슐린 저항성은 표준화 악력 일사분위 그룹에 비해 이0.007).

사분위 그룹 삼사분위 그룹 사사분위 그룹 정도로 낮았0.20, 0.14, 0.41– – –

으며 이사분위와 사사분위 그룹에서 각각 유의적이었다 이사분위 그룹, ( , P-va

사사분위 그룹lue = 0.001; , P 또한 표준화 악력 사분위수-value <0.001). ,

가 증가할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유의적인 경향이 있었다(P for tren

남자에서 악력과 인슐린 저항성의 관련성에 있어 비만 유무에 따d <0.001). ,

른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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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자.

여자에서 비만 유무에 따라 악력이 인슐린 저항성과의 독립적인 관련성이,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표준화 악력이 가장 낮은 일사분위 그룹을 기준

집단으로 하여 종속변수인 인슐린 저항성 과 다중선형회귀분석(HOMA-IR) (multi

을 실시하였다ple linear regression) (Table 9).

에서와 같이 연령을 보정한 경우 비만이 아닌 군의 인슐린 저항성Model 1 ,

은 표준화 악력 일사분위 그룹에 비해 이사분위 그룹 삼사분위 그룹0.01,– –

사사분위 그룹 정도로 낮았으며 사사분위 그룹에서 유의적이었0.09, 0.17 ,–

다(P 또한 표준화 악력 사분위수가 증가할수록 인슐린 저항-value = 0.006). ,

성이 감소하는 유의적인 경향이 있었다(P 비만인 군의 인for trend <0.001).

슐린 저항성은 표준화 악력 일사분위 그룹에 비해 이사분위 그룹 삼사0.13,–

분위 그룹 사사분위 그룹 정도로 낮았으나 유의적이지 않았다0.17, 0.25 , .– –

그러나 표준화 악력 사분위수가 증가할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유의적

인 경향은 있었다(P for trend = 0.019).

에 추가로 혈액학적 특성을 보정하였을 때 비만이 아닌Model 1 (Model 2),

군의 인슐린 저항성은 표준화 악력 일사분위 그룹에 비해 이사분위 그룹 0.0

삼사분위 그룹 사사분위 그룹 정도로 삼사분위 그룹과 사사1, 0.04, 0.10– –

분위 그룹에서 낮았으나 유의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표준화 악력 사분위수가, .

증가할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유의적인 경향은 있었다(P for trend =

비만인 군의 인슐린 저항성은 표준화 악력 일사분위 그룹에 비해 이0.008).

사분위 그룹 삼사분위 그룹 사사분위 그룹 정도로 낮았0.05, 0.05, 0.36– – –

으며 사사분위 그룹에서 유의적이었다, (P 또한 표준화 악력-value = 0.003). ,

사분위수가 증가할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유의적인 경향이 있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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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rend = 0.044).

에 추가로 생활 습관적 특성을 보정하였을 때 비만이 아Model 2 (Model 3),

닌 군의 인슐린 저항성은 표준화 악력 사분위수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

다 비만인 군의 인슐린 저항성은 표준화 악력 일사분위 그룹에 비해 이사분.

위 그룹 삼사분위 그룹 사사분위 그룹 정도로 낮았으며0.09, 0.03, 0.36 ,– – –

사사분위 그룹에서 유의적이었다(P 그러나 표준화 악력 사분-value = 0.003).

위수가 증가할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유의적인 경향은 없었다 여자.

에서 악력과 인슐린 저항성의 관련성에 있어 비만 유무에 따른 유의한 상호,

작용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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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Multiple linear regression using log transformed HOMA-IR as the dependent variable by obesity in men

Variables

HOMA-IR

Model 1 　 Model 2 　 Model 3

ß(SE) p-value 　 ß(SE) p-value 　 ß(SE) p-value
Non-obesity(N=914)

HGS/BW
ratio

Quartile 1(Low) reference reference reference

Quartile 2 -0.00(0.08) 0.983 -0.04(0.07) 0.581 -0.03(0.07) 0.637

Quartile 3 -0.05(0.08) 0.484 -0.07(0.07) 0.276 -0.04(0.06) 0.557

Quartile 4(High) -0.19(0.07) 0.009 　 -0.19(0.06) 0.004 　 -0.16(0.06) 0.014

P for trend　 0.001 　 0.001 　 0.007

Obesity(N=596)

HGS/BW
ratio

Quartile 1(Low) reference reference reference

Quartile 2 -0.26(0.06) <0.001 -0.23(0.06) <0.001 -0.20(0.06) 0.001

Quartile 3 -0.25(0.07) <0.001 -0.15(0.07) 0.040 -0.14(0.08) 0.068

Quartile 4(High) -0.49(0.09) <0.001 　 -0.47(0.08) <0.001 　 -0.41(0.08) <0.001

P for trend　 <0.001 　 <0.001 　 <0.001

Model 1 was adjusted for age, Model 1 was adjusted for the variables in model 1, plus clinical variables (Abdominal
obesity, Systolic BP, Diastolic BP, Triglycerides, HDL cholesterol, LDL cholesterol), Model 3 was adjusted for the
variables in model 2, plus life style variables (Smoking, Alcohol, Physical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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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Multiple linear regression using log transformed HOMA-IR as the dependent variable by obesity in women

Variables

HOMA-IR

Model 1 　 Model 2 　 Model 3

ß(SE) p-value 　 ß(SE) p-value 　 ß(SE) p-value
Non-obesity(N=1,384)

HGS/BW
ratio

Quartile 1(Low) reference reference reference

Quartile 2 -0.01(0.07) 0.892 0.01(0.07) 0.906 0.05(0.07) 0.533

Quartile 3 -0.09(0.06) 0.168 -0.04(0.06) 0.532 0.01(0.07) 0.935

Quartile 4(High) -0.17(0.06) 0.006 　 -0.10(0.06) 0.120 　 -0.05(0.06) 0.402

P for trend　 <0.001 　 0.008 　 0.050

Obesity(N=493)

HGS/BW
ratio

Quartile 1(Low) reference reference reference

Quartile 2 -0.13(0.08) 0.087 -0.05(0.07) 0.444 -0.09(0.06) 0.157

Quartile 3 -0.17(0.09) 0.051 -0.05(0.08) 0.555 -0.03(0.08) 0.754

Quartile 4(High) -0.25(0.18) 0.171 　 -0.36(0.12) 0.003 　 -0.36(0.12) 0.003

P for trend　 0.019 　 0.044 　 0.061

Model 1 was adjusted for age, Model 1 was adjusted for the variables in model 1, plus clinical variables (Abdominal
obesity, Systolic BP, Diastolic BP, Triglycerides, HDL cholesterol, LDL cholesterol), Model 3 was adjusted for the
variables in model 2, plus life style variables (Smoking, Alcohol, Physical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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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비만 유무에 따른 악력과 인슐린 저항성의 관련성6.

가 남자.

남자에서 복부비만 유무에 따라 악력이 인슐린 저항성과의 독립적인 관련,

성이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표준화 악력이 가장 낮은 일사분위 그룹을

기준 집단으로 하여 종속변수인 인슐린 저항성 과 다중선형회귀분석(HOMA-IR)

을 실시하였다(multiple linear regression) (Table 10).

에서와 같이 연령을 보정한 경우 복부비만인 없는 군의 인슐린 저Model 1 ,

항성은 표준화 악력 일사분위 그룹에 비해 이사분위 그룹 삼사분위 그0.10,–

룹 사사분위 그룹 정도 낮았으며 삼사분위 그룹과 사사분위 그0.14, 0.33– –

룹에서 각각 유의적이었다 삼사분위 그룹( , P 사사분위 그룹-value = 0.049; ,

P 또한 표준화 악력 사분위수가 증가할수록 인슐린 저항성이-value <0.001). ,

감소하는 유의적인 경향이 있었다(P 복부비만이 있는 군for trend <0.001).

의 인슐린 저항성은 표준화 악력 일사분위 그룹에 비해 이사분위 그룹 0.21,–

삼사분위 그룹 사사분위 그룹 정도로 모두 유의적으로 낮았으며0.21, 0.34– –

이사분위 그룹( , P 삼사분위 그룹-value = 0.003; , P 사사분-value = 0.026;

위 그룹, P 표준화 악력 사분위수가 증가할수록 인슐린 저항-value = 0.015),

성이 감소하는 유의적인 경향이 있었다(P for trend = 0.002).

에 추가로 혈액학적 특성을 보정하였을 때 복부비만인Model 1 (Model 2),

없는 군의 인슐린 저항성은 표준화 악력 일사분위 그룹에 비해 이사분위 그룹

삼사분위 그룹 사사분위 그룹 정도 낮았으며 삼사분위0.10, 0.13, 0.30– – –

그룹과 사사분위 그룹에서 각각 유의적이었다 삼사분위 그룹( , P-value = 0.02

사사분위 그룹7; , P 또한 표준화 악력 사분위수가 증가할수-value <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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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유의적인 경향이 있었다(P for trend <0.001).

복부비만이 있는 군의 인슐린 저항성은 표준화 악력 일사분위 그룹에 비해 이

사분위 그룹 삼사분위 그룹 사사분위 그룹 정도로 모두0.25, 0.20, 0.43– – –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이사분위 그룹( , P 삼사분위 그룹 및 사-value = 0.020;

사분위 그룹, P 표준화 악력 사분위수가 증가할수록 인슐린-value <0.001),

저항성이 감소하는 유의적인 경향이 있었다(P for trend <0.001).

에 추가로 생활 습관적 특성을 보정하였을 때 복부비만Model 2 (Model 3),

인 없는 군의 인슐린 저항성은 표준화 악력 일사분위 그룹에 비해 이사분위

그룹 삼사분위 그룹 사사분위 그룹 정도 낮았으며 사사0.09, 0.11, 0.26– – –

분위 그룹에서 유의적이었다(P 또한 표준화 악력 사분위수가-value <0.001). ,

증가할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유의적인 경향이 있었다(P for trend

복부비만이 있는 군의 인슐린 저항성은 표준화 악력 일사분위 그룹<0.001).

에 비해 이사분위 그룹 삼사분위 그룹 사사분위 그룹 정0.22, 0.17, 0.38– – –

도로 모두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이사분위 그룹( , P 삼사분위-value = 0.002;

그룹, P 사사분위 그룹-value = 0.038; , P 표준화 악력 사분-value <0.001),

위수가 증가할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유의적인 경향이 있었다(P for

남자에서 악력과 인슐린 저항성의 관련성에 있어 복부비만trend <0.001). ,

유무에 따른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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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자.

여자에서 복부비만 유무에 따라 악력이 인슐린 저항성과의 독립적인 관련,

성이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표준화 악력이 가장 낮은 일사분위 그룹을

기준 집단으로 하여 종속변수인 인슐린 저항성 과 다중선형회귀분석(HOMA-IR)

을 실시하였다(multiple linear regression) (Table 11).

에서와 같이 연령을 보정한 경우 복부비만인 없는 군의 인슐린 저Model 1 ,

항성은 표준화 악력 일사분위 그룹에 비해 이사분위 그룹 삼사분위 그0.04,–

룹 사사분위 그룹 정도 낮았으며 사사분위 그룹에서 유의적이었0.10, 0.21– –

다(P 또한 표준화 악력 사분위수가 증가할수록 인슐린 저항-value <0.001). ,

성이 감소하는 유의적인 경향이 있었다(P 복부비만이 있for trend <0.001).

는 군의 인슐린 저항성은 표준화 악력 일사분위 그룹에 비해 이사분위 그룹 –

삼사분위 그룹 사사분위 그룹 정도로 낮았으며 삼사분위0.10, 0.33, 0.29– –

그룹과 사사분위 그룹에서 유의적이었다 삼사분위 그룹( , P 사-value = 0.001;

사분위 그룹, P 또한 표준화 악력 사분위수가 증가할수록-value = 0.028). ,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유의적인 경향이 있었다(P for trend <0.001).

에 추가로 혈액학적 특성을 보정하였을 때 복부비만인Model 1 (Model 2),

없는 군의 인슐린 저항성은 표준화 악력 일사분위 그룹에 비해 이사분위 그룹

삼사분위 그룹 사사분위 그룹 정도 낮았으며 사사분위0.05, 0.06, 0.17– – –

그룹에서 유의적이었다(P 또한 표준화 악력 사분위수가 증-value = 0.004). ,

가할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유의적인 경향이 있었다(P for trend <0.

복부비만이 있는 군의 인슐린 저항성은 표준화 악력 일사분위 그룹에001).

비해 이사분위 그룹 삼사분위 그룹 사사분위 그룹 정도0.05, 0.25, 0.31– – –

로 낮았으며 삼사분위 그룹과 사사분위 그룹에서 각각 유의적이었다 삼사분위(

그룹, P 사사분위 그룹-value = 0.006; , P 또한 표준화 악-value = 0.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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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사분위수가 증가할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유의적인 경향이 있었다

(P for trend = 0.001).

에 추가로 생활 습관적 특성을 보정하였을 때 복부비만Model 2 (Model 3),

인 없는 군의 인슐린 저항성은 표준화 악력 일사분위 그룹에 비해 이사분위

그룹 삼사분위 그룹 사사분위 그룹 정도 낮았으며 사분0.03, 0.03, 0.13– – –

위 그룹에서 유의적이었다(P 또한 표준화 악력 사분위수가-value = 0.028). ,

증가할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유의적인 경향이 있었다(P for trend =

복부비만이 있는 군의 인슐린 저항성은 표준화 악력 일사분위 그룹에0.002).

비해 이사분위 그룹 삼사분위 그룹 사사분위 그룹 정도0.07, 0.20, 0.35– – –

로 낮았으며 삼사분위 그룹과 사사분위 그룹에서 각각 유의적이었다 삼사분위(

그룹, P 사사분위 그룹-value = 0.039; , P 또한 표준화 악-value = 0.003). ,

력 사분위수가 증가할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유의적인 경향이 있었다

(P 여자에서 악력과 인슐린 저항성의 관련성에 있어 복for trend = 0.004). ,

부비만 유무에 따른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 39 -

Table 10. Multiple linear regression using log transformed HOMA-IR as the dependent variable by abdominal obesity in men

Variables

HOMA-IR

Model 1 　 Model 2 　 Model 3

ß(SE) p-value 　 ß(SE) p-value 　 ß(SE) p-value
Non-abdominal obesity(N=1,049)

HGS/BW
ratio

Quartile 1(Low) reference reference reference

Quartile 2 -0.10(0.08) 0.227 -0.10(0.06) 0.139 -0.09(0.06) 0.174

Quartile 3 -0.14(0.07) 0.049 -0.13(0.06) 0.027 -0.11(0.06) 0.050

Quartile 4(High) -0.33(0.08) <0.001 -0.30(0.06) <0.001 -0.26(0.06) <0.001

P for trend　 <0.001 <0.001 <0.001

Abdominal obesity(N=461)

HGS/BW
ratio

Quartile 1(Low) reference reference reference

Quartile 2 -0.21(0.07) 0.003 -0.25(0.07) 0.020 -0.22(0.07) 0.002

Quartile 3 -0.21(0.10) 0.026 -0.20(0.08) <0.001 -0.17(0.08) 0.038

Quartile 4(High) -0.34(0.14) 0.015 -0.43(0.11) <0.001 -0.38(0.11) <0.001

P for trend　 0.002 <0.001 <0.001

Model 1 was adjusted for age, Model 1 was adjusted for the variables in model 1, plus clinical variables (Systolic BP,
Diastolic BP, Triglycerides, HDL cholesterol, LDL cholesterol), Model 3 was adjusted for the variables in model 2, plus
life style variables (Smoking, Alcohol, Physical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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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Multiple linear regression using log transformed HOMA-IR as the dependent variable abdominal obesity in women

Variables

HOMA-IR

Model 1 　 Model 2 　 Model 3

ß(SE) p-value 　 ß(SE) p-value 　 ß(SE) p-value
Non-abdominal obesity(N=1,464)

HGS/BW
ratio

Quartile 1(Low) reference reference reference

Quartile 2 -0.04(0.07) 0.549 -0.05(0.07) 0.516 -0.03(0.07) 0.704

Quartile 3 -0.10(0.06) 0.118 -0.06(0.06) 0.276 -0.03(0.06) 0.625

Quartile 4(High) -0.21(0.06) <0.001 -0.17(0.06) 0.004 -0.13(0.06) 0.028

P for trend　 <0.001 <0.001 0.002

Abdominal obesity(N=413)

HGS/BW
ratio

Quartile 1(Low) reference reference reference

Quartile 2 -0.10(0.08) 0.164 -0.05(0.06) 0.385 -0.07(0.06) 0.315

Quartile 3 -0.33(0.10) 0.001 -0.25(0.09) 0.006 -0.20(0.10) 0.039

Quartile 4(High) -0.29(0.13) 0.028 -0.31(0.11) 0.007 -0.35(0.12) 0.003

　P for trend <0.001 0.001 0.004

Model 1 was adjusted for age, Model 1 was adjusted for the variables in model 1, plus clinical variables (Systolic BP,
Diastolic BP, Triglycerides, HDL cholesterol, LDL cholesterol), Model 3 was adjusted for the variables in model 2, plus
life style variables (Smoking, Alcohol, Physical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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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상태에 따른 악력과 인슐린 저항성의 관련성7.

가 남자.

남자에서 흡연 상태 비흡연 또는 과거흡연 현재흡연 에 따라 악력이, ( vs. )

인슐린 저항성과의 독립적인 관련성이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표준화 악

력이 가장 낮은 일사분위 그룹을 기준 집단으로 하여 종속변수인 인슐린 저항

성 과 다중선형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HOMA-IR) (multiple linear regression)

(Table 12).

에서와 같이 연령을 보정한 경우 비흡연 또는 과거흡연 군의 인슐Model 1 ,

린 저항성은 표준화 악력 일사분위 그룹에 비해 이사분위 그룹 삼사분0.24,–

위 그룹 사사분위 그룹 정도로 모두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각0.31, 0.53 (– – P-

표준화 악력 사분위수가 증가할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value <0.001),

는 유의적인 경향이 있었다(P 현재흡연 군의 인슐린 저항for trend <0.001).

성은 표준화 악력 일사분위 그룹에 비해 이사분위 그룹 삼사분위 그룹0.30,–

사사분위 그룹 정도로 모두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이사분위 그0.50, 0.73 (– –

룹, P 삼사분위 그룹 및 사사분위 그룹-value = 0.002; , P 표-value <0.001),

준화 악력 사분위수가 증가할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유의적인 경향이

있었다(P for trend <0.001).

에 추가로 혈액학적 특성을 보정하였을 때 비흡연 또는Model 1 (Model 2),

과거흡연 군의 인슐린 저항성은 표준화 악력 일사분위 그룹에 비해 이사분위

그룹 삼사분위 그룹 사사분위 그룹 정도 낮았으며 이사0.12, 0.11, 0.26– – –

분위 그룹과 사사분위 그룹에서 각각 유의적이었다 이사분위 그룹( , P-value =

사사분위 그룹0.032; , P 또한 표준화 악력 사분위수가 증가-value <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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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유의적인 경향이 있었다(P for trend <0.00

현재흡연 군의 인슐린 저항성은 표준화 악력 일사분위 그룹에 비해 이사1).

분위 그룹 삼사분위 그룹 사사분위 그룹 정도로 모두 유0.26, 0.28, 0.45– – –

의적으로 낮았으며 각( P 표준화 악력 사분위수가 증가할수록-value <0.001),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유의적인 경향이 있었다(P for trend <0.001).

에 추가로 생활 습관적 특성을 보정하였을 때 비흡연 또Model 2 (Model 3),

는 과거흡연 군의 인슐린 저항성은 표준화 악력 일사분위 그룹에 비해 이사분

위 그룹 삼사분위 그룹 사사분위 그룹 정도 낮았으며 이0.11, 0.10, 0.23– – –

사분위 그룹과 사사분위 그룹에서 각각 유의적이었다 이사분위 그룹( , P-value

사사분위 그룹= 0.042; , P 또한 표준화 악력 사분위수가 증-value <0.001). ,

가할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유의적인 경향이 있었다(P for trend <0.

현재흡연 군의 인슐린 저항성은 표준화 악력 일사분위 그룹에 비해 이001).

사분위 그룹 삼사분위 그룹 사사분위 그룹 정도로 모두0.22, 0.23, 0.44– – –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이사분위 그룹( , P 삼사분위 그룹-value = 0.003; , P-val

사사분위 그룹ue = 0.002; , P 표준화 악력 사분위수가 증가-value <0.001),

할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유의적인 경향이 있었다(P for trend <0.00

남자에서 악력과 인슐린 저항성의 관련성에 있어 흡연 상태에 따른 유의1). ,

한 상호작용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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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자.

여자에서 흡연 상태 비흡연 또는 과거흡연 현재흡연 에 따라 악력이, ( vs. )

인슐린 저항성과의 독립적인 관련성이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표준화 악

력이 가장 낮은 일사분위 그룹을 기준 집단으로 하여 종속변수인 인슐린 저항

성 과 다중선형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HOMA-IR) (multiple linear regression)

(Table 13).

에서와 같이 연령을 보정한 경우 비흡연 또는 과거흡연 군의 인슐Model 1 ,

린 저항성은 표준화 악력 일사분위 그룹에 비해 이사분위 그룹 삼사분0.25,–

위 그룹 사사분위 그룹 정도로 모두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각0.34, 0.51 (– – P-

표준화 악력 사분위수가 증가할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value <0.001),

는 유의적인 경향이 있었다(P 현재흡연 군의 인슐린 저항for trend <0.001).

성은 표준화 악력 일사분위 그룹에 비해 이사분위 그룹 삼사분위 그룹0.43,–

사사분위 그룹 정도로 낮았으며 삼사분위 그룹과 사사분위 그룹0.79, 0.85– –

에서 유의적이었다 삼사분위 그룹( , P 사사분위 그룹-value = 0.003; , P-value

또한 표준화 악력 사분위수가 증가할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 0.002). ,

는 유의적인 경향이 있었다(P for trend <0.001).

에 추가로 혈액학적 특성을 보정하였을 때 비흡연 또는Model 1 (Model 2),

과거흡연 군의 인슐린 저항성은 표준화 악력 일사분위 그룹에 비해 이사분위

그룹 삼사분위 그룹 사사분위 그룹 정도 낮았으며 사사0.06, 0.07, 0.18– – –

분위 그룹에서 유의적이었다(P 또한 표준화 악력 사분위수가-value <0.001). ,

증가할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유의적인 경향이 있었다(P for trend

현재흡연 군의 인슐린 저항성은 표준화 악력 일사분위 그룹에 비해<0.001).

이사분위 그룹 삼사분위 그룹 사사분위 그룹 정도로 낮0.33, 0.53, 0.61– – –

았으며 삼사분위 그룹과 사사분위 그룹에서 유의적이었다 삼사분위 그룹( , 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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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분위 그룹alue = 0.003; , P 또한 표준화 악력 사분위-value = 0.004). ,

수가 증가할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유의적인 경향이 있었다(P for tr

end <0.001).

에 추가로 생활 습관적 특성을 보정하였을 때 비흡연 및Model 2 (Model 3),

과거흡연 군의 인슐린 저항성은 표준화 악력 일사분위 그룹에 비해 이사분위

그룹 삼사분위 그룹 사사분위 그룹 정도 낮았으며 사분0.03, 0.04, 0.14– – –

위 그룹에서 유의적이었다(P 또한 표준화 악력 사분위수가-value = 0.005). ,

증가할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유의적인 경향이 있었다(P for trend =

현재흡연 군의 인슐린 저항성은 표준화 악력 일사분위 그룹에 비해0.002).

이사분위 그룹 삼사분위 그룹 사사분위 그룹 정도로 낮0.30, 0.57, 0.63– – –

았으며 삼사분위 그룹과 사사분위 그룹에서 각각 유의적이었다 삼사분위 그(

룹, P 사사분위 그룹-value = 0.005; , P 또한 표준화 악력-value <0.001). ,

사분위수가 증가할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유의적인 경향이 있었다(P

여자에서 악력과 인슐린 저항성의 관련성에 있어 흡연for trend <0.001). ,

상태에 따른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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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Multiple linear regression using log transformed HOMA-IR as the dependent variable by smoking in men

Variables

HOMA-IR

Model 1 　 Model 2 　 Model 3

ß(SE) p-value 　 ß(SE) p-value 　 ß(SE) p-value
Non-smoker or Ex-smoker(N=877)

HGS/BW
ratio

Quartile 1(Low) reference reference reference

Quartile 2 -0.24(0.07) <0.001 -0.12(0.05) 0.032 -0.11(0.06) 0.042

Quartile 3 -0.31(0.07) <0.001 -0.11(0.06) 0.082 -0.10(0.06) 0.101

Quartile 4(High) -0.53(0.06) <0.001 　 -0.26(0.06) <0.001 　 -0.23(0.06) <.0001

P for trend　 <0.001 　 <0.001 　 <0.001

Current-smoker(N=596)

HGS/BW
ratio

Quartile 1(Low) reference reference reference

Quartile 2 -0.30(0.10) 0.002 -0.26(0.07) <0.001 -0.22(0.07) 0.003

Quartile 3 -0.50(0.09) <0.001 -0.28(0.08) <0.001 -0.23(0.07) 0.002

Quartile 4(High) -0.73(0.10) <0.001 　 -0.45(0.07) <0.001 　 -0.44(0.08) <0.001

P for trend　 <0.001 　 <0.001 　 <0.001

Model 1 was adjusted for age, Model 1 was adjusted for the variables in model 1, plus clinical variables (Abdominal
obesity, Systolic BP, Diastolic BP, Triglycerides, HDL cholesterol, LDL cholesterol), Model 3 was adjusted for the
variables in model 2, plus life style variables (Alcohol, Physical activity).



- 46 -

Table 13. Multiple linear regression using log transformed HOMA-IR as the dependent variable by smoking in women

Variables

HOMA-IR

Model 1 　 Model 2 　 Model 3

ß(SE) p-value 　 ß(SE) p-value 　 ß(SE) p-value
Non-smoker or Ex-smoker(N=1,746)

HGS/BW
ratio

Quartile 1(Low) reference reference reference

Quartile 2 -0.25(0.05) <0.001 -0.06(0.05) 0.189 -0.03(0.05) 0.485

Quartile 3 -0.34(0.05) <0.001 -0.07(0.05) 0.178 -0.04(0.05) 0.439

Quartile 4(High) -0.51(0.05) <0.001 　 -0.18(0.05) <0.001 　 -0.14(0.05) 0.005

P for trend　 <0.001 　 <0.001 　 0.002

Current-smoker(N=96)

HGS/BW
ratio

Quartile 1(Low) reference reference reference

Quartile 2 -0.43(0.28) 0.129 -0.33(0.20) 0.100 -0.30(0.20) 0.140

Quartile 3 -0.79(0.27) 0.003 -0.53(0.18) 0.003 -0.57(0.20) 0.005

Quartile 4(High) -0.85(0.28) 0.002 　 -0.61(0.20) 0.004 　 -0.63(0.18) 0.001

P for trend　 <0.001 　 0.001 　 <0.001

Model 1 was adjusted for age, Model 1 was adjusted for the variables in model 1, plus clinical variables (Abdominal
obesity, Systolic BP, Diastolic BP, Triglycerides, HDL cholesterol, LDL cholesterol), Model 3 was adjusted for the
variables in model 2, plus life style variables (Alcohol, Physical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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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수준에 따른 악력과 인슐린 저항성의 관련성8.

가 남자.

남자에서 음주 수준에 따라 악력이 인슐린 저항성과의 독립적인 관련성이,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표준화 악력이 가장 낮은 일사분위 그룹을 기준

집단으로 하여 종속변수인 인슐린 저항성 과 다중선형회귀분석(HOMA-IR) (multi

을 실시하였다ple linear regression) (Table 14).

에서와 같이 연령을 보정한 경우 저위험 음주 군의 인슐린 저항성Model 1 ,

은 표준화 악력 일사분위 그룹에 비해 이사분위 그룹 삼사분위 그룹0.24,– –

사사분위 그룹 정도로 모두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각0.35, 0.60 (– P-value <0.

표준화 악력 사분위수가 증가할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유의적001),

인 경향이 있었다(P 고위험 음주 군의 인슐린 저항성은for trend <0.001).

표준화 악력 일사분위 그룹에 비해 이사분위 그룹 삼사분위 그룹0.30, 0.4– –

사사분위 그룹 정도로 모두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이사분위 그룹7, 063 ( ,– P-v

삼사분위 그룹 및 사사분위 그룹alue = 0.024; , P 표준화 악-value <0.001),

력 사분위수가 증가할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유의적인 경향이 있었다

(P for trend <0.001).

에 추가로 혈액학적 특성을 보정하였을 때 저위험 음주Model 1 (Model 2),

군의 인슐린 저항성은 표준화 악력 일사분위 그룹에 비해 이사분위 그룹 0.1–

삼사분위 그룹 사사분위 그룹 정도로 모두 유의적으로 낮았6, 0.14, 0.33– –

으며 이사분위 그룹 및 사사분위 그룹( , P 삼사분위 그룹-value <0.001; P-val

표준화 악력 사분위수가 증가할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ue = 0.009),

유의적인 경향이 있었다(P 고위험 음주 군의 인슐린 저항for trend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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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표준화 악력 일사분위 그룹에 비해 이사분위 그룹 삼사분위 그룹0.25,–

사사분위 그룹 정도로 모두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이사분위 그0.29, 0.40 (– –

룹, P 삼사분위 그룹-value = 0.022; , P 사사분위 그룹-value = 0.005; , P-va

표준화 악력 사분위수가 증가할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lue <0.001),

유의적인 경향이 있었다(P for trend <0.001).

에 추가로 생활 습관적 특성을 보정하였을 때 저위험 음Model 2 (Model 3),

주 군의 인슐린 저항성은 표준화 악력 일사분위 그룹에 비해 이사분위 그룹 –

삼사분위 그룹 사사분위 그룹 정도로 모두 유의적으로 낮0.15, 0.12, 0.30– –

았으며 이사분위 그룹( , P 삼사분위 그룹-value = 0.002; , P-value = 0.017;

사사분위 그룹, P 표준화 악력 사분위수가 증가할수록 인슐린-value <0.001),

저항성이 감소하는 유의적인 경향이 있었다(P 고위험 음for trend <0.001).

주 군의 인슐린 저항성은 표준화 악력 일사분위 그룹에 비해 이사분위 그룹 –

삼사분위 그룹 사사분위 그룹 정도로 낮았으며 사사분위0.17, 0.17, 0.31 ,– –

그룹에서 유의적이었다(P 또한 표준화 악력 사분위수가 증가-value <0.001). ,

할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유의적인 경향이 있었다(P for trend = 0.0

남자에서 악력과 인슐린 저항성의 관련성에 있어 음주 수준에 따른 유06). ,

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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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자.

여자에서 음주 수준에 따라 악력이 인슐린 저항성과의 독립적인 관련성이,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표준화 악력이 가장 낮은 일사분위 그룹을 기준

집단으로 하여 종속변수인 인슐린 저항성 과 다중선형회귀분석(HOMA-IR) (multi

을 실시하였다ple linear regression) (Table 15).

에서와 같이 연령을 보정한 경우 저위험 음주 군의 인슐린 저항성Model 1 ,

은 표준화 악력 일사분위 그룹에 비해 이사분위 그룹 삼사분위 그룹0.25,– –

사사분위 그룹 정도로 모두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각0.36, 0.53 (– P-value <0.

표준화 악력 사분위수가 증가할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유의적001),

인 경향이 있었다(P 고위험 음주 군의 인슐린 저항성은for trend <0.001).

표준화 악력 일사분위 그룹에 비해 이사분위 그룹 삼사분위 그룹0.31, 0.3– –

사사분위 그룹 정도로 낮았으며 사사분위 그룹에서 유의적이었다0, 0.53 , (– P

또한 표준화 악력 사분위수가 증가할수록 인슐린 저항성이-value <0.001). ,

감소하는 유의적인 경향이 있었다(P for trend = 0.006).

에 추가로 혈액학적 특성을 보정하였을 때 저위험 음주Model 1 (Model 2),

군의 인슐린 저항성은 표준화 악력 일사분위 그룹에 비해 이사분위 그룹 0.0–

삼사분위 그룹 사사분위 그룹 정도로 낮았으며 사사분위 그7, 0.09, 0.19 ,– –

룹에서 유의적이었다(P 또한 표준화 악력 사분위수가 증가할-value <0.001). ,

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유의적인 경향이 있었다(P for trend <0.00

고위험 음주 군의 인슐린 저항성은 표준화 악력 사분위수에 따른 유의적1).

인 차이가 없었다.

에 추가로 생활 습관적 특성을 보정하였을 때 저위험 음Model 2 (Model 3),

주 군의 인슐린 저항성은 표준화 악력 일사분위 그룹에 비해 이사분위 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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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사분위 그룹 사사분위 그룹 정도로 낮았으며 사사분위0.04, 0.06, 0.16 ,– –

그룹에서 유의적이었다(P 또한 표준화 악력 사분위수가 증가-value <0.001). ,

할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유의적인 경향이 있었다(P for trend <0.00

고위험 음주 군의 인슐린 저항성은 표준화 악력 사분위수에 따른 유의적1).

인 차이가 없었다 여자에서 악력과 인슐린 저항성의 관련성에 있어 음주 수. ,

준에 따른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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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Multiple linear regression using log transformed HOMA-IR as the dependent variable by alcohol in men

Variables

HOMA-IR

Model 1 　 Model 2 　 Model 3

ß(SE) p-value 　 ß(SE) p-value 　 ß(SE) p-value
Alcohol-Low risk(N=1,153)

HGS/BW
ratio

Quartile 1(Low) reference reference reference

Quartile 2 -0.24(0.06) <0.001 -0.16(0.05) <0.001 -0.15(0.05) 0.002

Quartile 3 -0.35(0.06) <0.001 -0.14(0.05) 0.009 -0.12(0.05) 0.017

Quartile 4(High) -0.60(0.07) <0.001 　 -0.33(0.06) <0.001 　 -0.30(0.05) <0.001

P for trend　 <0.001 　 <0.001 　 <0.001

Alcohol-High risk(N=320)

HGS/BW
ratio

Quartile 1(Low) reference reference reference

Quartile 2 -0.30(0.13) 0.024 -0.25(0.11) 0.022 -0.17(0.10) 0.095

Quartile 3 -0.47(0.12) <0.001 -0.29(0.10) 0.005 -0.17(0.10) 0.089

Quartile 4(High) -0.63(0.13) <0.001 　 -0.40(0.10) <0.001 　 -0.31(0.11) <0.001

　P for trend <0.001 　 <0.001 　 0.006

Model 1 was adjusted for age, Model 1 was adjusted for the variables in model 1, plus clinical variables (Abdominal
obesity, Systolic BP, Diastolic BP, Triglycerides, HDL cholesterol, LDL cholesterol), Model 3 was adjusted for the
variables in model 2, plus life style variables (Smoking, Physical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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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Multiple linear regression using log transformed HOMA-IR as the dependent variable by alcohol in women

Variables

HOMA-IR

Model 1 　 Model 2 　 Model 3

ß(SE) p-value 　 ß(SE) p-value 　 ß(SE) p-value
Alcohol-Low risk(N=1,748)

HGS/BW
ratio

Quartile 1(Low) reference reference reference

Quartile 2 -0.25(0.06) <0.001 -0.07(0.05) 0.183 -0.04(0.05) 0.435

Quartile 3 -0.36(0.05) <0.001 -0.09(0.05) 0.078 -0.06(0.05) 0.206

Quartile 4(High) -0.53(0.05) <0.001 　 -0.19(0.05) <0.001 　 -0.16(0.05) 0.001

P for trend　 <0.001 　 <0.001 　 <0.001

Alcohol-High risk(N=95)

HGS/BW
ratio

Quartile 1(Low) reference reference reference

Quartile 2 -0.31(0.20) 0.113 -0.15(0.18) 0.395 -0.09(0.18) 0.613

Quartile 3 -0.30(0.17) 0.082 -0.15(0.15) 0.311 -0.06(0.16) 0.689

Quartile 4(High) -0.53(0.15) <0.001 　 -0.26(0.14) 0.069 　 -0.18(0.15) 0.246

　P for trend 0.006 　 0.103 　 0.339

Model 1 was adjusted for age, Model 1 was adjusted for the variables in model 1, plus clinical variables (Abdominal
obesity, Systolic BP, Diastolic BP, Triglycerides, HDL cholesterol, LDL cholesterol), Model 3 was adjusted for the
variables in model 2, plus life style variables (Smoking, Physical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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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Ⅳ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기 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성6 3 (2015)

인 만 세 명 남자 명 여자 명 을 대상으로 악력과 인( 19-64 ) 3,387 ( 1,510 , 1,877 )

슐린 저항성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표준화 악력을 사분위수에 따라 군으로. 4

나누어 비교한 결과 남녀 모두에서 표준화 악력이 증가할수록 인슐린 저항성,

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역의 관련성을 보였으며 인슐린 저항성의 주요 위험요

인으로 층화하여 비교하였을 때, 복부비만이 있는 경우와 현재흡연을 하는 경

우에 더욱 두드러진 결과를 보였다.

음식물을 섭취한 후 위 장관으로부터 흡수된 포도당에 의해 체내 혈당이 증∙

가하면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되고 분비된 인슐린은 간의 포도,

당 생성을 억제하고 근육으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최철수 근육( , 2009).

을 포함한 말초 조직의 세포 내 포도당 흡수는 인슐린과 인슐린 수용체에 의

해 활성화된 특정단백질 에 의해 조절되는데(glucose transporter 4;GLUT4) ,

특히 골격근 은 포도당 흡수 가 일어나는, (skeletal muscle) (glucose uptake)

주요 장기로써 전체 포도당 대사의 최대 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80%

다 인슐린 작용에 의한 포도당 대사는 주로 근육과 간에서 일어(Yang, 2014).

나며 근육과 간의 인슐린 저항성이 전신의 인슐린 저항성을 정량적으로 결정

한다고 하였다 최철수( , 2009).

많은 연구에서 근육의 적절성 과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 대(muscle fitness) ,

사증후군 당뇨병 만성질환의 이환 및 사망과의 관련성에 대해 보고하고 있, ,

다 근육의 적절성 을 평가하는 지표로는(Lee et al., 2016). (muscle fitness)

근육량 근육기능 근력 운동수행능력 등이 있는데 근육의 적절성, ( , ) , (muscle f

을 진단하는 근감소증 의 정의를 살펴보면itness) (sarcopenia) , Rosenberg(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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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령에서의 근육량이 감소된 상태로 정의하였다 근육량 과7) . (muscle mass)

인슐린 저항과의 관련성 연구들이 있다 은 세 이상 정상체중의. Moon(2014) 20 ,

연구대상자에서 근육량이 적은 경우에 인슐린 저항성 지표인 이 더 높HOMA-IR

았으며 특히 세 이상의 대상자뿐만 아니라 세의 젊은 성인에서도, , 60 , 40-59

유의한 결과의 차이가 있었다고 하였다 등 은 근육량은 인. Srikanthan (2011)

슐린 감수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근육량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뇨병 전 단계 의 위험이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다(prediabetes) .

만 근육량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기공명영상, (magnetic resonance imag

이중에너지 방사선흡수법ing; MRI), (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

등이 권고되고 있는데 이들은 비교적 침습적이고 비A) (Chen et al., 2014),

용이 많이 든다는 제한점이 있다 년대 이후에는 근육량 뿐만 아니라 근. 2000 ,

력의 중요성 역시 부각되었다 등 은 연령이 증가함에. Fulvio Lauretani (2003)

따른 근력의 저하로 정의하였으며 에서, Asian Working Group for Sarcopenia

는 근육량과 근력의 관계를 보완하여 적은 근육량과 낮은 근력 및 부적절한,

운동수행능력의 복합으로 정의하였다 등(Chen et al., 2014). Atlantis (2009)

은 근육량과 근력 모두 대사증후군의 예방요소라고 하였다 한편 흥미롭게, . ,

도 한 연구에서는 근육의 질 와 인슐린 감수성과의 양의 관련(Muscle quality)

성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과체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근. Muscle quality index(

력 근육량 과 인슐린 감수성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kg)/ (kg)) , Muscle quliat

가 높은 사람 즉 근육량이 적더라도 근력이 강한 경우에는 인슐린 감y index ,

수성이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이와 같이 근육의 양적인 측면보다 질적인 측. ,

면에서의 근력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기도 하였다(Barbat-Artigas et al., 2

012; Karelis et al., 2007).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악력은 근력 의 측정 방법 중 하나이(muscle strength)

다 악력은 근력의 측정 방법 중 에서 가장 많이. Asian sarcopenia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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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이고 있는 방법으로 근육량과 충분한 상관관계를 보이(Chen et al., 2014),

며 악력은 총 근력(Alizadehkhaiyat et al., 2014; Hayashida et al., 2014),

과의 충분한 상관관계를 보임에 따라 측정이 쉽고 경제(Wind et al., 2010), ,

적인 장점 이 있는 악력을 임(Kawamoto et al., 2016; Mainous et al., 2015)

상 영역에서의 활력 징후로서 지속적으로 평가하도록 권고한다(Bohannon, 200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근육량 측정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측정이8, 2015).

용이하면서도 근육의 질적 측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근력의 대리지표인 악력

이 인슐린 저항성을 예측할 수 있는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악력은 인구학적 특성 임상적 특성 생활 습관적 특성을 보정, ,

한 후에도 인슐린 저항성과 역의 관련성을 보였다 이 결과는 기존의 연구 결.

과들과도 같은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등 은 여자에서 인슐. Abbatecola (2005)

린 저항성이 낮은 그룹에 비해 높은 그룹에서 악력에 유의적으로 높았다고 보

고하였으며 등 의, Jimenez-Pavon (2012) HELENA(The Healthy Lifestyle in Eu

에서는 체질량지수 복부둘레를 보rope by Nutrition in Adolescence) study ,

정한 후에도 근력과 인슐린 저항성은 역의 상관성을 보였다 등. Sayer (2007)

의 연구에서는 악력이 낮을수록 과 식후 시간 혈당이 증가하였다 마HOMA-IR 2 .

찬가지로 등 은 악력과 공복 인슐린 간의 역의 상관관계가 있, Lazarus (1997)

음을 보고하였다 그 밖에도 악력과 당뇨병 및 대사증후군 심뇌혈관 질환의. ,

관련성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 등 은 당화혈색소가 정상인 그룹. Mainous (2016)

에 비해 높은 그룹에서 악력이 유의하게 낮게 측정이 되었으며 등, Wander (20

이 진행한 코호트 연구에서는 악력에 따른 년 후 당뇨 발생 위험 수준을11) 10

측정하였을 때 나이 성별 당뇨 가족력 를 보정한 후에도 악력이 높을, , , , BMI

수록 당뇨 발생 위험은 유의하게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등 의. Kawamoto (2016)

악력과 대사증후군 간의 관련성 연구에서는 남자의 악력이 낮은 그룹에서 높,

은 복부 둘레율과 증가된 중성지방을 확인하였으며 여자에서는 높은 복부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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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율과 높은 혈압 낮은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증가된 혈중 중성지방을, ,

확인하였다 또한 남녀 모두에서 악력이 높을수록 대사증후군이 발생할 오즈. ,

가 감소하는 유의한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인슐린 저항성과 대사증후군의 선.

행으로 설명이 가능한 심혈관 질환의 사망률과 총 사망률과의 관련성 역시 보

고되고 있다 등 은 악력이 낮은 그룹에서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 Leong (2015)

할 위험이 배 증가하며 총 사망률과의 관계에서도 악력이 감소할 때1.17 , 5kg

마다 총 사망의 위험이 배 증가하는 유의적인 관련성을 보였다1.16 .

본 연구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의 주요 위험 요인인 비만 및 복부비만 유무,

흡연 상태 음주 수준에 따라 층화하여 악력과 인슐린 저항성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인슐린 저항성의 위험 요인을 가진 사람에 있어 예방 요인으로. ,

써 근력의 대리지표인 악력 수준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비만 및 복부비만 유무에 따른 악력과 인슐린 저항성의 관련성을 비교,

한 결과 남녀 모두에서 비만 및 복부비만이 있는 경우 악력의 분위수가 증, 4

가할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비만과 복.

부비만은 인슐린 저항성과 대사증후군 발생의 강력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몇몇 역학 연구에서는 전체비만과 복부비만 모두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

는 주요 요인이며 오히려 복부비만이 전체비만보다 더 당뇨병의 고 위험 인,

자라고 보고하였다(Goodpaster et al., 2003; InterAct et al., 2012). Mende

에서도 전체비만 및 복부비만이 있는 경우 모두에lian randomization study ,

서 인슐린 작용에 영향을 미치며 당뇨병 발생위험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Wan

등 은 세포의 지방 축적과 함께 감소된 인슐g et al., 2016). Hamrick (2016)

린 감수성은 직접적으로 근육량과 근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De la Maza

등 은 복부와 골격근의 지방 축적이 인슐린 저항성과 동시에 일어난다(2014)

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등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체 비. ,

만이 있는 경우와 복부비만이 있는 경우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악력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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슐린 저항성과의 더욱 강한 예방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등. Lee (2012

의 비만인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근력은 인슐린 민감성과 독b)

립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근력과 다르게 근육량에,

서는 관련성이 보이지 않았다 근력은 누운 자세의 벤치 프레스. (bench press)

와 앉은 자세의 레그 프레스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는데 이는 성인(leg press) ,

연구에서도 인슐린 민감성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arelis et a

등 은 인슐린 민감성은 근육 기능의 기계적 측면과 관l., 2007). Lee (2012b)

련성이 있으며 근력은 근육의 인슐린 반응을 개선하는 신체 활동의 좋은 대,

리 지표가 될 것으로 제안하였다 등 은 비만한 사람을 대상으로. LEE (2012a)

유산소 운동과 웨이트 트레이닝 통한 근력 운동 군으로 나누어 개월 간 중재3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산소 운동 및 근력 운동 군에서 모두 인슐린. ,

민감성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근력 운동 군에서 더욱 두드러진 결과를 보였,

다 이로 미루어 짐작할 때 악력이 높을수록 근육량과 양의 상관성이 있었을. ,

것이며 적절한 근육의 질 유지가 인슐린 저항성 발생의 예방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흡연 상태에 따른 악력과 인슐린 저항성의 관련성을. ,

비교하였다 악력의 분위수가 증가함에 따라 비흡연 및 과거흡연의 분율은. 4

감소하는 방향인데 비해 흡연의 분율은 증가하였다 등 의 연구에, . Li ( 2014)

서는 비흡연 및 과거흡연 군에 비해 현재흡연 군이 체질량지수와 복부 둘레,

가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등 의 연구에서도 일관. Chiolero (2008)

적인데 흡연은 대사율을 증가시키며 열량의 흡수가 떨어지는 등의 대사 효, ,

율이 감소되는 것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비.

흡연 및 과거흡연 군과 현재흡연 군으로 나누어 악력과 인슐린 저항성의 관련

성을 비교한 결과 남녀 모두에서 비흡연 또는 과거흡연 군에 비해 현재흡연,

군에서 악력의 분위수가 증가할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4

다 흡연은 혈중 을 높이고 을 감소시켜 동맥질. Triglycerides HDL cholest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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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인슐린 매개에 의한 포도당 흡수에 영향을

주거나 고인슐린혈증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acchini et al., 1992;

김학중 유준현 김준수 등 의 전향적 연구에서는 비흡, and , 2009). Foy (2005)

연자에 비해 과거흡연자 현재흡연자에서 년 후 당뇨병이 발생할 위험이 높, 5

았으며 현재흡연자에서 그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았다, (current smoker, odd

등 은 흡연은 단기적으로 인s ratio [OR] 2.66, P = 0.001). Chiolero (2008)

슐린 저항성을 장기적으로 내장 지방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으며 내장 지방, ,

증가의 상관 연구에는 흡연자의 신체활동 부족 및 부적절한 식사의 영향이 내

제되어 있다 또한 내장 지방의 증가는 결국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흡연과 근력이 역의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 21-3

세의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는 남녀 모두에서 흡연과 근력6 ,

이 역의 관련성을 보였으며 흡연과 근육 기능의 관한 직접적 요인으로는 흡,

연과 관련한 산화적 스트레스의 영향과 근력과 관련한 호르몬 변화(Testoster

또는 등을 예상하였다 등on insulin-like growth factor-1) . Miyazaki (2001)

은 체력 는 산화적 스트레스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Physical fitness) .

흡연과 근력 인슐린 저항성의 관련 연구를 미루어 짐작할 때 적절한 신체활, ,

동 및 근육 기능의 유지는 흡연으로 인한 스트레스 요인을 예방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셋째 음주 수준에 따른 악력과 인슐린 저항성의 관련성을 비. ,

교하였다 여러 역학연구에서 고위험 음주와 당뇨병 발생과의 관련성을 보고.

하고 있으며 용량 반응 관계가 있음에 따라 음주 수준의 조절시 내당능 장애,

의 개선 및 인슐린 감수성 개선이 있다고 밝혔다(Kiechl et al., 1996; Pietr

본 연구에서는 회 섭취량 단위aszek, Gregersen and Hermansen, 2010). 1 ( :

잔 과 주당 섭취 횟수로 정의한 저위험 음주와 고위험 음주로 층화하여 악력)

과 인슐린 저항성과의 관련성을 비교한 결과 남자에서만 저위험 음주와 고위,

험 음주에서 모두 표준화 악력의 분위수가 높은 그룹일수록 인슐린 저항성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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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층화에 따른 인슐린 저항성 감소 수준은 큰. ,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여자에서는 오히려 층화 전에 비해 고위험 음주. ,

군에서의 악력이 증가함에 따른 인슐린 저항성의 관련성이 사라졌는데 한국,

의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여 세 이상을 대상으로 음주 수준과 근육량의65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폭음 남자 회 잔 이상 여자 회 잔 이상, ( , 1 5 ; , 1 4 )

을 한 경우에 여자에서 근감소증 이 있을 오즈가 배 높았다(Sarcopenia) 3.88 (O

이는 남자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관찰되지R = 3.88; 95% CI = 1.33 11.36).–

않았다 이에 대하여 남자에 비해 여자에서 폭음이 근육 기능에 더 취약한. ,

것으로 보이는데 여자는 남자에 비해 비슷한 체중에서 높은 체지방율과 낮은,

수분율을 가지고 있어 알코올을 희석하기 위한 수분량이 부족한 것을 원인으

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남자(Mumenthaler et al., 1999; Yoo et al., 2017). ,

에 비해 여자에서는 음주에 따른 강한 영향력이 근력의 차이에 대한 인슐린

저항성 개선 효과의 방해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음주 수. ,

준에 따른 층화 분석에서는 여자의 고위험 음주율이 낮았기 때문에 유의 수준

에 대한 해석은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국내 외 연구들은 대부분 중년층 또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었∙

다 이는 노화로 인해 감소된 근육량 질환에 따른 영향 신체활동 저하 등이. , ,

근육의 지방 침착 산화 등을 가속화시킴에 따라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다(Abbatecola et al., 2005; de la Maza et al., 2

그러나 본014; Fulvio Lauretani et al., 2003; Goodpaster et al., 2003).

연구에서는 만 세의 젊은 성인를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19-64 . De la Maza

등 은 세 이하의 젊은 성인에서도 근육의 지방 축적과 관련한 인슐린(2014) , 55

저항성과의 관련성을 보고한 바 있다 등 은 총 제 지방량은. Gallagher (1997)

세 이후부터 감소하나 감소의 시작 시기는 그 보다 훨씬 더 빠를 것으로 보45

고하였으며 비슷한 맥락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악력 측정을 도입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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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한 연구에서는 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연령별 악력 수준을 비교한20

결과 남녀 모두에서 세까지 평균 악력이 증가하였으나 이후부터 감소하는, 39

추세를 보였다 등 은 우리나라를 포함한(Yoo, Choi and Ha, 2017). Yoon (2006)

아시아 국가가 미국 유럽에 비해 대와 대에서의 인슐린 저항성 및 당뇨, 30 40

유병률이 높으며 이는 유전적 요인과 경제적 성장과 함께 서구식 식사 패턴의

증가 활동량의 저하 등이 그 원인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시, .

사하는 바와 같이 세 이하의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도 악력, 64

과 인슐린 저항성은 충분한 역의 관련성이 보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단면연구로서 시간의 선후 관계를 분명하게 제시,

할 수 없으므로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다 둘째 다중회귀분석에서. ,

흡연 상태와 음주 수준에 따라 층화하여 분석을 하였으나 여자의 현재흡연군

과 고위험 음주군 이 적었기 때문에 비교군에 비해 통계적인 유의(N=96) (N=95)

성을 판단하기에 부족함이 있었다 셋째 흡연 상태는 경험 여부에 따라 정의. ,

되었으며 용량이나 기간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특성을 대표적으로 반영하는 국민건강영양조,

사를 이용하였으며 통계 분석에서는 복합표본설계의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연

구 결과가 국민에 대한 대표성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근력, . ,

과 인슐린 저항성의 대리지표로 쉽게 검사 가능한 항목인 악력과 을HOMA-IR

통해 근력과 인슐린 저항성과의 독립적인 관련성을 확인한 점에 있어서는 큰

규모의 역학연구에서 필요한 요소임을 고려할 때 충분한 의미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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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Ⅴ

본 연구에서는 인슐린 저항이 높을 위험에 있는 사람을 조기 선별하고 예방

요인으로써 적극적으로 중재하기 위하여 근력의 대리지표인 악력을 적극적으

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우리나라 만 세 성인의 악력과 인슐린 저항성은 성별 비만 및 복부비19-64 ,

만 유무 흡연 상태 음주 수준에 따라 유의적인 역의 관련성이 있었으며 복, , ,

부비만이 있는 경우와 현재흡연을 하는 경우에 악력이 높을수록 인슐린 저항

성이 감소하는 수준이 더욱 컸다.

본 연구를 통해 젊은 연령층에서도 근력 등의 신체 기능 평가가 적극적으,

로 이루어져야 하며 근력의 대리지표인 악력의 평가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만

성질환의 이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도구로써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인슐린 저항이 높을 위험 요인 비만 흡연 등 을 가지고 있는 경우. , ( , )

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중재하기 위한 관리 기준이 성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본 연구는 단면 연구의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에는 악력과 인슐린 저항성의

발생 만성질환 발생의 관련성에 대한 전향적인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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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 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of male participants with non-abdominal obesity according to HGS/BW ratio

quartile group

Variables

Quartile 1(Low) Quartile 2 Quartile 3 Quartile 4(High)

P for trendQ1<0.52 0.52 Q2<≤ 0.59 0.59 Q3<0.67≤ Q4 0.67≥

(N=133) (N=223) (N=300) (N=393)

Age (years) 36.12±1.22 39.92±0.92
*

40.36±0.78
*

39.64±0.69
*

0.067

Height (cm) 173.06±0.67 172.41±0.45 171.75±0.45 171.32±0.34
*

0.011

Body mass index (kg/m
2
) 72.12±0.75 69.95±0.51

*
68.45±0.51

*
64.90±0.47

*
<0.001

Obesity (%) 21.7 27.1 32.3 18.9 <0.001

Body mass index (kg/m
2
) 24.02±0.17 23.52±0.16

*
23.20±0.13

*
22.10±0.15

*
<0.001

Waist circumference (cm) 83.56±0.49 82.98±0.35 82.14±0.32
*

78.89±0.36
*

<0.001

Systolic BP (mmHg) 115.23±1.11 116.10±1.05 117.66±0.92 116.31±0.61 0.421

Diastolic BP (mmHg) 75.45±0.78 76.92±0.69 78.05±0.70
*

76.87±0.52 0.250

Triglycerides (mg/dL) 137.67±10.85 148.22±8.99 157.25±9.98 151.25±6.83 0.698

HDL cholesterol (mg/dL) 47.45±1.40 47.84±0.84 51.34±0.73
*

50.69±0.73
*

0.007

LDL cholesterol (mg/dL) 113.34±2.61 115.55±2.32 115.87±1.93 111.61±1.79 0.331

Glucose (mg/dL) 97.95±2.44 96.48±0.82 97.99±1.29 95.68±1.03 0.240

Insulin (uIU/mL) 8.39±0.60 7.70±0.44 7.48±0.40
*

6.18±0.25
*

<0.001

HOMA-IR 2.08±0.17 1.87±0.12 1.88±0.12
*

1.49±0.07
*

<0.001

HGS (kg) 34.07±0.51 39.19±0.28
*

43.16±0.34
*

47.64±0.37
*

<0.001

HGS/BW ratio 0.47±0.004 0.56±0.001 0.63±0.001 0.736±0.003 <0.001

Data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error,
*
p-value <0.05 vs. Quarti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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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 table 2. Life style characteristics of male participants with non-abdominal obesity according to HGS/BW ratio

quartile group

Variables

Quartile 1(Low) Quartile 2 Quartile 3 Quartile 4(High)

P for trendQ1<0.52 0.52 Q2<≤ 0.59 0.59 Q3<0.67≤ Q4 0.67≥

(N=133) (N=223) (N=300) (N=393)

Smoking (%)

Non-smoker 40.7 39.2 30.6 27.0

EX-smoker 27.6 28.1 27.1 26.5

Current-smoker 31.7 32.6 42.3 46.5 0.002
*

Alcohol (High, %) 19.1 15.3 28.8 17.9 0.756

Physical activity (High, %) 37.8 34.5 40.8 34.2 0.632
*
Estimated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Current-smoker vs. Non-smoker or Ex-smo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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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 table 3. Clinical characteristics of male participants with abdominal obesity according to HGS/BW ratio

quartile group

Variables

Quartile 1(Low) Quartile 2 Quartile 3 Quartile 4(High)

P for trendQ1<0.52 0.52 Q2<≤ 0.59 0.59 Q3<0.67≤ Q4 0.67≥

(N=190) (N=148) (N=87) (N=36)

Age (years) 40.75±0.87 43.83±0.92
*

43.89±1.21
*

41.10±1.81 0.226

Height (cm) 174.57±0.52 173.53±0.63 173.43±0.65 173.47±1.19 0.169

Body mass index (kg/m
2
) 89.37±1.14 83.26±0.82

*
81.17±0.98

*
80.71±0.95

*
<0.001

Obesity (%) 43.7 30.7 15.5 10.1 0.011

Body mass index (kg/m
2
) 29.25±0.29 27.61±0.20

*
26.95±0.24

*
26.82±0.29

*
<0.001

Waist circumference (cm) 98.86±0.65 94.88±0.30
*

93.81±0.37
*

92.88±0.44
*

<0.001

Systolic BP (mmHg) 123.11±1.07 123.54±1.23 122.82±1.32 118.27±1.95
*

0.095

Diastolic BP (mmHg) 82.88±0.80 82.36±0.86 82.09±1.24 79.97±1.91 0.164

Triglycerides (mg/dL) 199.34±10.68 217.58±16.15 201.90±13.10 269.52±46.96 0.220

HDL cholesterol (mg/dL) 43.45±0.75 44.22±0.92 43.96±1.36 42.38±1.63 0.853

LDL cholesterol (mg/dL) 125.59±2.05 129.21±3.25 120.52±3.85 116.65±6.09 0.103

Glucose (mg/dL) 101.86±1.41 100.55±1.37 105.11±3.19 98.23±3.14 0.729

Insulin (uIU/mL) 15.48±1.15 11.19±0.69
*

11.22±1.02
*

11.16±1.80
*

<0.001

HOMA-IR 3.96±0.31 2.80±0.19
*

2.98±0.31
*

3.02±0.74
*

0.001

HGS (kg) 40.32±0.60 46.19±0.45
*

50.54±0.64
*

56.91±1.00
*

<0.001

HGS/BW ratio 0.45±0.005 0.56±0.222 0.62±0.003 0.71±0.007 <0.001

Data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error,
*
p-value <0.05 vs. Quarti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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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 table 4. Life style characteristics of male participants with abdominal obesity according to HGS/BW ratio quar

tile group

Variables

Quartile 1(Low) Quartile 2 Quartile 3 Quartile 4(High)

P for trendQ1<0.52 0.52 Q2<≤ 0.59 0.59 Q3<0.67≤ Q4 0.67≥

(N=190) (N=148) (N=87) (N=36)

Smoking (%)

Non-smoker 24.9 20.1 16.3 16.9

EX-smoker 33.7 32.7 35.4 42.1

Current-smoker 41.4 47.2 48.3 41.0 0.738
*

Alcohol (High, %) 28.2 18.0 31.0 27.1 0.947

Physical activity (High, %) 24.4 33.4 35.4 58.0 <0.001
*
Estimated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Current-smoker vs. Non-smoker or Ex-smoker).



- 77 -

Supplement table 5. Clinical characteristics of female participants with non-abdominal obesity according to HGS/BW ratio

quartile group

Variables

Quartile 1(Low) Quartile 2 Quartile 3 Quartile 4(High)

P for trendQ1<0.38 0.38 Q2<≤ 0.45 0.45 Q3<0.51≤ Q4 0.51≥

(N=179) (N=355) (N=416) (N=514)

Age (years) 40.94±1.10 40.23±0.75 40.49±0.78 38.70±0.65 0.048

Height (cm) 158.89±0.60 159.10±0.34 159.06±0.31 159.80±0.32 0.117

Body mass index (kg/m
2
) 58.78±0.59 56.95±0.40

*
54.84±0.35

*
52.34±0.34

*
<0.001

Obesity (%) 32.0 35.2 26.3 6.5 <0.001

Body mass index (kg/m
2
) 23.31±0.22 22.51±0.15

*
21.70±0.13

*
20.50±0.13

*
<0.001

Waist circumference (cm) 76.88±0.47 75.39±0.38
*

73.73±0.34
*

71.04±0.37
*

<0.001

Systolic BP (mmHg) 108.62±1.05 109.33±0.96 108.42±0.68 107.83±0.57 0.224

Diastolic BP (mmHg) 72.14±0.78 71.47±0.61 71.39±0.51 70.83±0.46 0.149

Triglycerides (mg/dL) 94.62±4.04 97.95±3.35 91.64±2.92 86.85±2.78
*†

0.002
†

HDL cholesterol (mg/dL) 55.00±1.00 56.88±0.73 58.78±0.79
*

59.30±0.65
*

<0.001

LDL cholesterol (mg/dL) 110.53±2.24 112.37±1.82 110.41±1.52 106.42±1.30 0.018

Glucose (mg/dL) 91.91±0.89 91.93±0.74 91.55±0.55 90.17±0.38 0.016
†

Insulin (uIU/mL) 7.55±0.44 7.44±0.49 6.73±0.25 6.05±0.16
*†

<0.001
†

HOMA-IR 1.76±0.12 1.78±0.19 1.55±0.07 1.37±0.04
*†

<0.001
†

HGS (kg) 20.08±0.24 23.75±0.16
*

26.04±0.17
*

29.35±0.19
*

<0.001

HGS/BW ratio 0.34±0.003 0.42±0.001 0.48±0.001 0.56±0.003 <0.001

Data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error,
*
p-value <0.05 vs. Quarti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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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 table 6. Life style characteristics of female participants with non-abdominal obesity according to HGS/BW ratio

quartile group

Variables

Quartile 1(Low) Quartile 2 Quartile 3 Quartile 4(High)

P for trendQ1<0.38 0.38 Q2<≤ 0.45 0.45 Q3<0.51≤ Q4 0.51≥

(N=179) (N=355) (N=416) (N=514)

Smoking (%)

Non-smoker 89.2 89.8 90.5 90.6

EX-smoker 7.7 3.6 4.2 4.3

Current-smoker 3.1 6.6 5.3 5.1 0.791
*

Alcohol (High, %) 4.9 5.6 6.0 4.1 0.527

Physical activity (High, %) 22.5 18.8 28.2 28.4 0.029
*
Estimated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Current-smoker vs. Non-smoker or Ex-smo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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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 table 7. Clinical characteristics of female participants with abdominal obesity according to HGS/BW ratio quartile

group

Variables

Quartile 1(Low) Quartile 2 Quartile 3 Quartile 4(High)

P for trendQ1<0.38 0.38 Q2<≤ 0.45 0.45 Q3<0.51≤ Q4 0.51≥

(N=179) (N=355) (N=416) (N=514)

Age (years) 43.48±1.16 47.42±1.15
*

45.81±1.61 46.10±2.28 0.109

Height (cm) 158.62±0.58 160.18±0.73 158.53±0.75 158.66±1.26 0.797

Body mass index (kg/m
2
) 72.52±0.96 69.78±1.35 65.92±0.70

*
64.80±1.24

*
<0.001

Obesity (%) 56.1 25.1 14.9 3.9 <0.001

Body mass index (kg/m
2
) 28.78±0.30 27.14±0.40

*
26.25±0.28

*
25.74±0.37

*
<0.001

Waist circumference (cm) 92.66±0.56 90.50±0.64
*

88.97±0.34
*

88.71±0.58
*

<0.001

Systolic BP (mmHg) 118.03±1.23 119.38±1.85 116.13±2.23 122.54±3.91 0.920

Diastolic BP (mmHg) 76.84±0.63 78.05±1.09 75.75±1.51 78.29±2.76 0.942

Triglycerides (mg/dL) 144.83±6.12 147.01±8.99 127.80±8.61 130.54±21.68 0.141
†

HDL cholesterol (mg/dL) 49.45±0.92 50.16±1.10 51.58±1.62 47.21±2.72 0.592

LDL cholesterol (mg/dL) 126.51±2.49 122.07±3.91 120.98±3.35 124.27±5.92 0.206

Glucose (mg/dL) 104.66±2.21 100.94±2.55 96.20±1.25
*†

95.62±1.90
*†

0.002
†

Insulin (uIU/mL) 12.95±0.75 11.15±0.55 9.91±0.91
*†

9.82±1.21 0.002
†

HOMA-IR 3.48±0.24 2.84±0.17 2.43±0.24
*†

2.35±0.30
*†

<0.001
†

HGS (kg) 23.90±0.35 28.69±0.53
*

31.21±0.42
*

34.77±0.76
*

<0.001

HGS/BW ratio 0.33±0.003 0.41±0.002 0.47±0.002 0.54±0.006 <0.001

Data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error,
*
p-value <0.05 vs. Quarti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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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 table 8. Life style characteristics of female participants with abdominal obesity according to HGS/BW ratio

quartile group

Variables

Quartile 1(Low) Quartile 2 Quartile 3 Quartile 4(High)

P for trendQ1<0.38 0.38 Q2<≤ 0.45 0.45 Q3<0.51≤ Q4 0.51≥

(N=179) (N=355) (N=416) (N=514)

Smoking (%)

Non-smoker 86.2 88.2 83.8 87.0

EX-smoker 7.6 2.7 6.0 5.7

Current-smoker 6.2 9.1 10.2 7.3 0.373
*

Alcohol (High, %) 5.8 7.8 1.38 9.9 0.081

Physical activity (High, %) 14.3 16.5 23.9 7.3 0.441
*
Estimated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Current-smoker vs. Non-smoker or Ex-smoker).



- 81 -

ABSTRACT

The association of handgrip strength and insulin resis

tance in Korean adults

: The 6th (2015)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Se Hwa Joo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un Ha Jee, PhD)

Objectives: Development of insulin resistance has been regarded as an

important step in the pathogenesis of metabolic syndrome, diabetes meli

tus and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Low handgrip strength is a risk

factor for increased insulin resistance and has been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risk of diabetes, all-cause mortality, cardio-cerebrovascular

and chronic disease morbidity in many studies. Several studies examined

the association of handgrip strength with insulin resistance in older a

dult but less is known in young adult and there are few study in korea.

This study has a purpose to research whether it would be needed to util

ize handgrip strength, which is a surrogate index of muscle strength 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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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early screening and intervention efforts by preventable factor for h

ealthy people who are at high risk of insulin resistance. Therefore, t

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handgr

ip strength and insulin resistance among adults of aged 19-64 years in

korea.

Methods: This study was based on the data obtained from 6th(2015)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KNHANES). It is a nati

onwide cross-sectional survey of nationally representative civilians in

the Republic of Korea. From 19-year-old to 64-year-old subjects, this s

tudy selected a total of 3,387 subjects, excluding some people who have

physical illness that could influence handgrip strength and insulin res

istance or some cases with missing values of important variables. This

study conducte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It categorized the

standardized handgrip strength values that handgrip strength was divide

d by weight into quartile and compared them, and then it utilized the i

nsulin resistance by converting it into log-transformed values.

Results: The Mean HGS of participants in the study sample was 43.69±0.

29kg in men and 26.17±0.15kg in women, and mean HOMA-IR, which is a inde

x for assessing insulin resistance was 2.23±0.06 in men and 26.17±0.15

kg in women. As the result of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handgrip

strength and insulin resistance by utilizing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this study found that both of male and female subjects sh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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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rse association that the more the standardized handgrip strength va

lues increased the more the insulin resistance decreased significantly.

As the results of stratified analysis on main risk factors, both of the

non-obesity and obesity group in men showed inverse association. but, o

nly obesity group showed differences in women. As the results of strati

fied analysis on abdominal obesity, smoking status, both of the male an

d female subjects showed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abdominal obesity

and the smoking status, and then only male subjec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obesity and the drinking level.

Conclusions: This study found that Korean adults from 19 to 64 years o

ld have significant inverse association between the handgrip strength a

nd the insulin resistance depending on gender, obesity and abdominal ob

esity, smoking status, and drinking level. This association was more pr

ominent in abdominal obesity and current smoking. Future prospective st

udies investigating the association of handgrip strength and chronic di

sease will be beneficial.

Key words: handgrip strength, insulin resistance, obesity, smoking,

alcoh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