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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상 한국인에서 상대 악력과 공복혈당장애와의 관련성
김슬아, 최은영*, 박일환, 정유석
단국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The Association of Relative Handgrip Strength with Impaired Fasting Glucose among Koreans Aged
more than 20 Years Old
Seul Ah Kim, Eun Young Choi*, Eal Whan Park, Yoo Seock Cheong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Dankook University Hospital, Cheonan, Korea

Background: The prevalence of impaired fasting glucose (IFG) in Korea is increasing. Few studies have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handgrip
strength (HGS) and type 2 diabetes among Koreans; however, no study has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IFG and HGS among Koreans.
Therefore, we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relative IFG and HGS to evaluate HGS as a marker of prediabetes.
Methods: This cross-sectional study analyzed data from participants aged 20 years or older (n=9,190) who did not have diabetes and had had their
body mass index, fasting plasma glucose (FPG), and HGS measured in the 2016–2017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The
association between relative HGS and IFG was analyzed using complex sam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after adjusting for age, education,
strengthening exercise, aerobic exercise, smoking, excessive drinking, and chronic diseases.
Results: The prevalence of IFG was 31.5 (0.9)% and 19.6 (0.7)% for men and women,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increase in quartile of relative HGS,
FPG and HbA1c significantly decreased in both men and women (Ptrend<0.001). In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the odds of IFG significantly
decreased with the increase in quartile of relative HGS in both men and women (Ptrend=0.001 for men, Ptrend=0.002 for women).
Conclusion: This population-based, nationally representative study suggests that higher relative HGS is associated with a decreased risk of IFG for both
men and women.
Keywords: Hand Strength; Blood Glucose; Prediabetic State; Nutrition Surveys

로 알려져 있다.3,4) 당뇨병 전단계인 공복혈당장애의 유병률은 전 세

서론

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2011년
당뇨병 전단계는 당뇨병보다 혈당이 낮지만, 정상보다는 혈당이
1,2)

19.3%에서 2016년 25.3% (남성 31.0%, 여성 19.7%)로 최근 급증하였

관찰연

다.5) 따라서, 당뇨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과 삶의 질 저하를 막기 위

구에서 당뇨병 전단계부터 이미 당뇨병성 신증, 만성 콩팥병, 당뇨병

해 당뇨병의 위험요인인 당뇨병 전단계를 조기에 진단하고 예방하

성 신경증, 당뇨병성 망막증의 초기 유형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높은 상태로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 발생의 위험요인이다.

고 있다. 당뇨병 전단계는 해마다 5%–10%가 당뇨병으로 진행을 하

악력은 근력을 평가하는 단순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인 도구로 서

지만, 당뇨병 전단계에서 생활 습관 교정을 하면 제 2형 당뇨병 발

서 측정한 악력은 상체 근육뿐 아니라 하체와 중심 근육의 힘을 반

생을 11.1년 지연시키고, 당뇨병으로의 진행을 58% 예방하는 것으

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악력은 과거 연구에서 노쇠,7) 심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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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과 암으로 인한 조기 사망,8) 폐경기 여성의 골밀도와 관련이 있
9)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국가가 직접 공공복리를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육은 당 대사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위해 수행하는 연구에 해당하여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있는데 근육 수축으로 혈당 섭취가 증가하면 인슐린과 무관한 기전

않고 수행되었다. 총 16,277명의 조사 대상 중 만 20세 이상이면서 8

으로 혈당 조절과 당뇨병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근육 수축 시

시간 이상 공복 후 혈당을 측정한 성인은 12,773명이었고, 이 중에서

분비되는 myokine이 당 섭취와 인슐린 저항성에 관여하는 것으로

임산부와 임신여부를 알 수 없는 634명, 악력과 체질량지수가 측정

10)

알려져 있다. 근육이 당 대사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근육 양과 질

되지 않은 980명, 당뇨병으로 분류되거나 당뇨병 여부를 알 수 없는

감소의 지표인 악력과 당뇨병과의 관련성은 단면적 연구뿐 아니라

1,969명을 대상에서 제외하여 총 9,190명의 대상자를 분석하였다.

11)

12-17)

전향적 연구에서도 이미 입증되었다.

그러나, 당뇨병 전단계에서

악력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고,18-20) 한국인에서

2. 자료 수집 및 변수

당뇨병 전단계와 악력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

건강 설문 조사를 통해 성별, 나이, 체질량지수, 교육 정도, 가계

구에서는 제7기 1,2차년도(2016–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소득 정도, 음주 여부, 흡연 여부, 근력운동 여부, 유산소 운동 여부

이용하여 20세 이상 한국 성인에서 상대 악력과 당뇨병 전단계인

를 파악하였으며, 혈액 검사를 통해 공복 혈당과 hemoglobin A1c

공복혈당장애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HbA1c) 자료를 수집하였다.

방법

3. 변수의 범주화

공복혈당 수치에 따라 100 mg/dL 미만을 정상으로, 100–125 mg/

dL을 공복혈당장애로 분류하였다. 그 외에 의사로부터 당뇨병을 진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1,2차년도(2016–2017년) 수집

단받았거나, 경구혈당강하제나 인슐린 주사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

된 자료를 바탕으로 2차 자료 분석한 역학조사연구이다. 모든 참가

도 당뇨병 환자로 분류하였다.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

자들은 고지에 입각한 동의를 받았으며, 생명윤리법 제2조 제1호 및

외하였으며, 공복 혈당을 기준으로 정상과, 공복혈당장애 두 군으로

Table 1. Characteristics of men and women in relation to the presence of prediabetes
Variable
Unweighted sample size (n)

Men
Normal

IFG

Women
P-value

Normal

IFG

P-value

2,639

1,406

4,003

1,142

Age (y)

41.6±0.4

50.4±0.4

<0.001

44.1±0.4

54.6±0.6

<0.001

BMI (kg/m2)

24.0±0.1

25.3±0.1

<0.001

22.7±0.1

24.8±0.1

<0.001

FPG (mg/dL)

90.6±0.1

107.3±0.2

<0.001

89.4±0.1

106.6±0.2

<0.001

HbA1c (%)

5.4±0.0

5.7±0.0

<0.001

5.4±0.0

5.7±0.0

<0.001

Education (≥university)

51.5 (1.4)

43.9 (1.8)

<0.001

46.3 (1.2)

27.2 (1.7)

<0.001

Household income (the lowest half)

33.5 (1.4)

34.4 (1.6)

0.666

36.0 (1.2)

46.9 (2.0)

<0.001

Strengthening exercise (>2 times/wk)

29.3 (1.0)

26.6 (1.4)

0.154

16.4 (0.7)

14.4 (1.2)

0.162

Aerobic exercisea

50.9 (0.8)

43.5 (1.2)

<0.001

48.0 (1.0)

39.5 (1.8)

<0.001

Current smoking

38.7 (1.3)

37.5 (1.5)

0.500

5.8 (0.5)

5.3 (0.7)

0.632

Excessive drinkingb

17.8 (0.9)

26.1 (1.3)

<0.001

6.3 (0.5)

5.1 (0.7)

0.163
0.022

Chronic diseasec

0.149

6.2 (0.5)

8.6 (1.0)

Absolute HGS (kg)d

80.9±0.4

6.8 (0.7)

80.9±0.5

8.3 (0.9)

0.970

47.1±0.2

46.3±0.4

0.032

Relative HGS (m2)e

3.4±0.0

3.2±0.0

<0.001

2.1±0.0

1.9±0.0

<0.001

Values are represented as weighted means or weighted proportions (with standard error) for continuous or for categorical variables.
IFG, impaired fasting glucose; BMI, body mass index; FPG, fasting plasma glucose; HbA1c, glycated hemoglobin; HGS, handgrip strength.
a
Aerobic exercise, a person who has practiced medium-intensity physical activity for more than 150 minutes or high-intensity physical activity for more than 75 minutes
in a week. Alternatively, a person who performed the time corresponding to each activity by mixing medium and high strength physical activity for one week (one minute high strength equals two minutes medium strength).
b
Excessive drinking, drinking more than twice a week and at least 7 cups at a time in men and at least 5 cups at a time in women.
c
Chronic disease, a person diagnosed with stroke or myocardial infarction or angina or rheumatoid arthritis by a doctor.
d
Absolute HGS, the sum of the right HGS maximum and the left HGS maximum.
e
Relative HGS, absolute HGS divided by BMI.
P using complex sample cross-tab analysis or linear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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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기립 자세에서 양손 교대로 3회씩 총 6회 측정하였다. 절대 악

분류하였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와 대학교 졸업 이상 두 군으로

력은 양손에서 측정한 최대 악력 값의 합으로 정의하였으며, 상대

분류하였으며, 가계소득은 하위 50%를 기준으로 두 군으로 분류하

악력은 절대 악력을 체질량지수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였다.

였다. 폭음은 남성은 1회 7잔 이상씩 주 2회 이상, 여성은 1회 5잔
이상씩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경우로 정의했다. 평생 흡연량이 5갑

5. 통계분석

이하이면 비흡연자로, 그 외에는 과거 흡연자, 현재 흡연자로 분류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복합표본설계에 의한 자료이기 때문에 모든

했다. 근력 운동군은 최근 일주일 동안 2일 이상 근력운동을 한 경

분석은 가중치와 층화변수, 집락변수를 고려하여 복합표본분석 통

우로 분류했고, 유산소 운동군은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2시

계 방법을 이용하였고, 가중치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가중치

간 3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1시간 15분 이상 또는 중강도

를 통합하여 사용하였다. 편향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외된

와 고강도 신체활동을 섞어서(고강도 1분은 중강도 2분) 각 활동에

대상자들은 하위집단으로 간주 하였다. 남녀별로 나누어서 분석하

상당하는 시간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만성질환자는 뇌

였으며, 정상군과 공복혈당장애군의 일반적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졸중, 심근경색증과 협심증 같은 허혈성 심질환, 혹은 류마티스 관

대상자들의 특성을 기술하였다. 연속변수는 평균과 표준오차로, 이

절염을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자로 정의하였다.

산변수는 퍼센트와 표준오차로 표시하였다. 상대 악력의 성별 특이

4분위에서 공복혈당장애의 유병률을 산출하였다. 상대 악력의 공
복혈당장애에 대한 상대적 위험도로서 오즈비를 산출하기 위해, 상

4. 측정

공복혈당(fasting glucose)은 Hitachi Automatic Analyzer 7600-210

대 악력 성별 특이 4분위를 독립 변수, 공복혈당장애 여부를 종속

(Hitachi, Tokyo, Japan)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당화혈색소는 Tosoh

변수로 하여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univariate logistic regression

G8 (Tosoh Corp., Tokyo, Japan)와 HLC-723G8 HbA1c 전용 시약(Tosoh

analysis)을 시행하였다. 나이, 교육 수준, 근력운동, 유산소 운동, 현

Corp., Tokyo, Japan)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악력은 디지털 악력계

재 흡연 여부, 폭음 여부, 만성질환 여부를 보정하여 다중 로지스틱

(T.K.K 5401; Takei Scientific Instruments Co., Niigata, Japan)를 이용

회귀분석을 통한 상대 악력 성별 특이 4분위에 따른 오즈비를 구하

Table 2.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quartiles of relative HGS in men
Variable
Unweighted sample size (n)

Relative HGS
First (~2.89)

Second (2.89–3.32) Third (3.32–3.79)

Fourth (3.79~)

P-value

Ptrend

<0.001

1,011

1,011

1,012

1,011

Age (y)

50.1±0.8

46.1±.0.6

43.9±0.5

39.2±0.4

<0.001

BMI (kg/m2)

26.3±0.2

25.1±0.1

24.2±0.1

22.6±0.1

<0.001

<0.001

FBG (mg/dL)

97.6±0.4

96.6±0.4

96.2±0.4

93.6±0.3

<0.001

<0.001
<0.001

HbA1c (%)

5.54±0.02

5.48±0.01

5.45±0.12

5.37±0.01

<0.001

Education (≥university)

42.2 (2.2)

50.0 (1.9)

50.8 (2.1)

51.9 (2.0)

0.002

0.004

Household income (the lowest half)

44.7 (2.3)

33.8 (1.9)

30.3 (1.8)

29.0 (1.9)

<0.001

<0.001
<0.001

Strengthening exercise (≥2 times/wk)

20.6 (1.5)

26.8 (1.5)

33.7 (1.6)

30.9 (1.7)

<0.001

Aerobic exercisea

46.9 (2.0)

50.3 (1.8)

57.3 (1.9)

50.9 (1.9)

0.001

0.001

Current smoking

31.0 (1.7)

35.2 (1.8)

40.9 (1.8)

44.0 (1.9)

<0.001

<0.001

Excessive drinkingb

15.3 (1.4)

21.5 (1.6)

21.7 (1.4)

22.2 (1.5)

0.004

0.001

Chronic diseasec

13.6 (1.5)

8.5 (1.2)

4.0 (0.8)

3.6 (0.9)

<0.001

<0.001

Absolute HGS (kg)d

65.0±0.4

77.0±0.4

84.4±0.4

92.7±0.4

<0.001

<0.001

Relative HGS (m2)e

2.5±0.0

3.1±0.0

3.5±0.0

4.1±0.0

<0.001

<0.001

Values are represented as weighted means or weighted proportions (with standard error) for continuous or for categorical variables.
HGS, handgrip strength; BMI, body mass index; FPG, fasting plasma glucose; HbA1c, glycated hemoglobin.
a
Aerobic exercise, a person who has practiced medium-intensity physical activity for more than 150 minutes or high-intensity physical activity for more than 75 minutes
in a week. Alternatively, a person who performed the time corresponding to each activity by mixing medium and high strength physical activity for one week (one minute high strength equals two minutes medium strength).
b
Excessive drinking, drinking more than twice a week and at least 7 cups at a time in men and at least 5 cups at a time in women.
c
Chronic disease, a person diagnosed with stroke or myocardial infarction or angina or rheumatoid arthritis by a doctor.
d
Absolute HGS, the sum of the right HGS maximum and the left HGS maximum.
e
Relative HGS, absolute HGS divided by BMI.
P using complex sample cross-tab analysis or linear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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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상대악력의 성별 특이 4분위를 연속변수로 처리하고 다중 로

이, 체질량지수,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하위 50% 소득자, 만성 질환

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경향 분석을 시행하였다. 통계분석은

은 감소했으며, 대졸 이상, 현재 흡연, 폭음, 유산소 운동군과 근력

IBM SPSS Statistics for Windows, ver. 25.0 (IBM Co., Armonk, NY,

운동군의 비율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trend<0.01).

USA)을 사용하였고,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상대 악력 사분위가 증가할수록 공복혈당
장애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trend<0.001) (Tables 4, 5). 다변

것으로 간주하였다.

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교란 변수를 보정하고 공복혈당장애
의 오즈비를 분석한 결과, 남성에서 1사분위를 기준으로 4사분위에

결과

서 공복혈당장애의 오즈비가 0.60 (95% 신뢰구간, 0.45–0.80; P=0.004)
연구 대상자는 총 9,190명이었고 남성이 4,045명, 여성이 5,145명이

이었고, 상대 악력이 증가함에 따라 공복혈당장애의 오즈비가 유의

었다. 공복혈당장애의 유병률은 남성에서 31.5 (0.9%)였으며, 여성에

하게 감소하였다(Ptrend=0.001). 여성에서는 1사분위 기준 4사분위의

서 19.6 (0.7%)로 남성에서 유의하게 많았다(P<0.001). 공복혈당장애

오즈비는 0.57 (95% 신뢰구간, 0.43–0.81; P=0.014)로 악력이 증가함에

군은 정상군에 비해 남녀 모두 연령, 체질량지수, 혈당, 당화혈색소

따라 공복혈당장애 위험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trend=0.002).

가 유의하게 높았고(P<0.001), 상대 악력은 유의하게 낮았다(P<

0.001). 공복혈당장애군은 남녀 모두 대졸 이상의 학력과 유산소 운

고찰

동군의 비율이 유의하게 낮았다(P<0.001). 남성에서는 공복혈당장애
군에서 정상군보다 폭음의 비율이 유의하게 많았으며(P<0.001), 여

본 연구 결과 20세 이상 한국인에서 남녀 모두 정상군보다 공복

성에서는 공복혈당장애군의 절대 악력은 정상군에 비해 유의하게

혈당장애군에서 상대 악력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상대 악력이 증가

낮았다(P=0.032) (Table 1).

함에 따라 공복혈당장애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나이, 교

상대 악력 성별 특이 사분위에 따른 대상자의 특성은 아래와 같

육 수준, 근력운동, 유산소 운동, 현재 흡연 여부, 폭음 여부, 만성질

다(Tables 2, 3).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상대 악력이 증가할수록 나

환 여부 등의 혼란 변수를 보정 후에도 상대 악력이 증가할수록 공

Table 3.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quartiles of relative HGS in women
Variable
Unweighted sample size (n)

Relative HGS
First (~1.80)

Second (1.80–2.14) Third (2.14–2.47)

Fourth (2.47~)

P-value

Ptrend

1,287

1,285

1,287

1,286

Age (y)

56.7±0.7

47.6±0.6

43.4±0.5

39.0±0.4

<0.001

<0.001

BMI (kg/m2)

25.7±0.1

23.9±0.1

22.4±0.1

20.8±0.1

<0.001

<0.001

FBG (mg/dL)

95.7±0.3

93.5±0.3

92.0±0.3

90.5±0.3

<0.001

<0.001

HbA1c (%)

5.60±0.01

5.46±0.01

5.40±0.01

5.32±0.01

<0.001

<0.001

Education (≥university)

23.0 (1.6)

37.9 (1.8)

45.5 (1.8)

59.3 (1.7)

<0.001

<0.001

Household income (the lowest half)

55.1 (1.9)

41.0 (1.7)

31.6 (1.6)

27.9 (1.6)

<0.001

<0.001

9.9 (1.0)

14.3 (1.1))

16.9 (1.3)

21.5 (1.5)

<0.001

<0.001

37.3 (1.7)

47.5 (1.8)

47.1 (1.6)

51.7 (1.4)

<0.001

<0.001

Strengthening exercise (≥2 times/wk)
Aerobic exercisea
Current smoking

3.8 (0.6)

5.8 (0.9)

5.2 (0.7)

7.5 (0.9)

0.008

0.004

Excessive drinkingb

3.8 (0.7)

7.2 (0.9)

4.9 (0.7)

7.9 (0.9)

0.001

0.001

Chronic diseasec

11.5 (1.1)

8.0 (1.0)

2.9 (0.6)

3.6 (0.8)

<0.001

<0.001

Absolute HGS (kg)d

36.2±0.3

44.7±0.2

49.3±0.2

55.3±0.2

<0.001

<0.001

Relative HGS (m2)e

1.4±0.0

1.9±0.0

2.2±0.0

2.7±0.0

<0.001

<0.001

Values are represented as weighted means or weighted proportions (with standard error) for continuous or for categorical variables.
HGS, handgrip strength; BMI, body mass index; FPG, fasting plasma glucose; HbA1c, glycated hemoglobin.
a
Aerobic exercise, a person who has practiced medium-intensity physical activity for more than 150 minutes or high-intensity physical activity for more than 75 minutes
in a week. Alternatively, a person who performed the time corresponding to each activity by mixing medium and high strength physical activity for one week (one minute high strength equals two minutes medium strength).
b
Excessive drinking, drinking more than twice a week and at least 7 cups at a time in men and at least 5 cups at a time in women.
c
Chronic disease, a person diagnosed with stroke or myocardial infarction or angina or rheumatoid arthritis by a doctor.
d
Absolute HGS, the sum of the right HGS maximum and the left HGS maximum.
e
Relative HGS, absolute HGS divided by BMI.
P using complex sample cross-tab analysis or linear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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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rude ORs and adjusted ORs for impaired fasting glucose prevalence of subjects according to decreasing quartiles of relative HGS in men
Relative HGS quartile
First (~2.89)
Unweighted sample size (n)

410/1,011

Prevalence (%)

39.7 (2.0)

Second (2.89–3.32)
383/1,011

Third (3.32–3.79)
352/1,012

Fourth (3.79~)

P-value

Ptrend

261/1,011
<0.001

<0.001

Crude OR

1.00

0.79 (0.64–0.98)

0.71 (0.58–0.88)

0.44 (0.36–0.55)

<0.001

<0.001

Adjusted ORa

1.00

0.88 (0.68–1.15)

0.86 (0.66–1.12)

0.60 (0.45–0.80)

0.004

0.001

34.3 (1.8)

31.9 (1.6)

22.6 (1.3)

Values are represented as weighted proportion (standard error) or OR (95% confidence interval).
ORs, odds ratios; HGS, handgrip strength.
Aerobic exercise, a person who has practiced medium-intensity physical activity for more than 150 minutes or high-intensity physical activity for more than 75 minutes
in a week. Alternatively, a person who performed the time corresponding to each activity by mixing medium and high strength physical activity for one week (one minute high strength equals two minutes medium strength). Excessive drinking, drinking more than twice a week and at least 7 cups at a time in men and at least 5 cups at
a time in women.
a
Adjusted for age, education level, strengthening exercise, aerobic exercise, smoking, excessive drinking, chronic disease in complex sam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able 5. Crude ORs and adjusted ORs for impaired fasting glucose prevalence of subjects according to decreasing quartiles of relative HGS in women
Relative HGS quartile
First (~1.80)
Unweighted sample size (n)

414/1,287

Prevalence (%)

30.2 (1.4)

Second (1.80–2.14)
316/1,285

Third (2.14–2.47)
254/1,287

Fourth (2.47~)

P-value

Ptrend

158/1,286
<0.001

<0.001

Crude OR

1.00

0.62 (0.51–0.75)

0.49 (0.40–0.60)

0.30 (0.23–0.38)

<0.001

<0.001

Adjusted ORa

1.00

0.83 (0.65–1.10)

0.82 (0.64–1.06)

0.57 (0.43–0.81)

0.014

0.002

21.1 (1.3)

17.5 (1.2)

11.4 (1.0)

Values are represented as weighted proportion (standard error) or OR (95% confidence interval).
ORs, odds ratios; HGS, handgrip strength.
Aerobic exercise, a person who has practiced medium-intensity physical activity for more than 150 minutes or high-intensity physical activity for more than 75 minutes
in a week. Alternatively, a person who performed the time corresponding to each activity by mixing medium and high strength physical activity for one week (one minute high strength equals two minutes medium strength). Excessive drinking, drinking more than twice a week and at least 7 cups at a time in men and at least 5 cups at
a time in women.
a
Adjusted for age, education level, strengthening exercise, aerobic exercise, smoking, excessive drinking, chronic disease in complex sam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복혈당장애의 위험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모두에서 상대 악력은 공복혈당장애가 있는 군에서 정상군보다 유

지금까지 혈당과 악력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당뇨병과

의하게 낮았으나, 남성의 절대 악력은 정상군과 차이가 없었다. 체질

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이었다. 다양한 인종을 대상으로 시행한

량이 악력과 심혈관 질환과의 관련성을 평가할 때 교란 변수가 될

대규모 연구들과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악력과 2형 당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악력보다는 상대 악력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

단면적 연구 이

고 있다.24) 중국 Shanxi 지역의 5,520명을 대상으로 대사 질환과 상대

외에도 악력과 당뇨병 발생과의 관련성을 본 코호트 연구에서도 악

악력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에서 남성의 경우 상대 악력이 증가

16,21-24)

뇨병은 인종에 상관없이 역의 관련성을 보였다.

12-14)

력의 감소가 당뇨병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에 따라 공복혈당장애의 위험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여성에

본 연구는 한국인에서 당뇨병 전단계인 공복혈당장애에서도 정

서는 이러한 관련성이 없어 본 연구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20) 이러

상과 비교하여 악력이 감소함을 증명하였으며, 이러한 소견은 악력

한 차이를 상대 악력 감소가 당 대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여

과 공복혈당장애 혹은 당뇨병 전단계와의 관련성을 조사한 과거의

성 호르몬이 상쇄 혹은 약화시켜서 나타나는 결과로 설명하고 있

2011–2012년 미국건강영양조사 자료에서 정

다.25) 그러나, 이 연구의 공복혈당장애의 유병률은 남성에서는 15.1%

상체중 성인 1,340명을 분석한 연구에서 남녀 모두 당화혈색소로 정

여성에서는 11.9%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공복혈당장애 유병률(남성

의한 당뇨병 전단계군에서 정상군보다 절대 악력이 적은 것으로 나

31.5%, 여성 19.6%)보다 낮았다. 따라서, 이러한 성별 차이는 여성의

18-20)

연구와도 일치한다.

19)

타나 본 연구와 동일한 소견이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백인들

공복혈당장애 유병률이 낮아서 나온 결과일 수도 있다. 중국의

을 제외한 나머지 인종 즉 당뇨병의 위험군으로 알려진 소수인종에

Tianjin지역 27,729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당뇨병 전단계의

서는 절대 악력이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와 차이를

유병률은 28.5%로, 남녀 모두 당뇨병 전단계군에서 악력이 감소하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차이는 인종 간의 차이보다는 사용한 악

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18) 성별에 따른 상대 악력과

력의 차이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 여성과 남성

공복혈당장애 간의 관련성 차이를 평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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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을 대상으로 상대 악력과 공복혈당장애와의 관련성을 조사해

에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대규모의 전향적인 연구를 통

야 할 필요가 있다.

해 악력 감소가 공복혈당장애의 발생 위험에 영향을 주는지에 확인

공복혈당장애와 악력의 관련성에 관한 정확한 기전은 충분히 밝
혀져 있지 않지만 이 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가설로 일부 설명될 수

이 된다면 상대 악력이 공복혈당장애의 위험이 있는 성인을 선별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있다. 첫째, 악력은 근력 운동의 누적된 결과로 근육 양의 증가를
반영하고,26) 근육 양이 증가하면 근육 수축으로 인한 혈당 섭취가

요약

10)

증가해 인슐린과 무관한 기전으로 혈당 조절에 기여할 수 있다.

2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근력 운동의 혈당 조절 효과를 조사

연구배경: 한국 젊은 성인의 공복혈당장애의 유병률이 증가하는

한 체계적 고찰에서도 근력 운동을 시행한 군에서 근력 증가와 당

추세이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악력과 제2형 당뇨병과의 관련성

화혈색소 감소가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에 관한 연구는 소수 있지만, 악력과 공복혈당장애와의 관련성을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27) 둘째, 근력의 차이는 근육의 질적 차이를

조사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악력이 당뇨병 전단계

반영하는데, 근육에 지방이 축적되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감소

에 대한 지표로서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상대 악력과 공

하고 인슐린 신호에 영향을 주어 인슐린 저항성 같은 대사 이상이

복혈당장애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생겨 2형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다.28) 2형 당뇨병 환자에게 근력 운

방법: 2016년과 2017년까지 시행된 국민건강영양 조사에 참여한 만

동을 시행하여 근력이 증가하면 근육 양 증가와는 관계 없이 인슐

20세 성인 중 체질량지수, 공복혈당과 악력을 측정하고 당뇨병이 없

린의 기능이 향상되는 것이 관찰되었는데,29) 근력 운동은 glucose

는 총 9,19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상대 악력은 양손의 최대 악력의

transpoter-4의 단백질 함량을 증가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고

합을 체질량지수로 나눈 값으로 사용하였다. 상대 악력과 공복혈당

골격근 수축 시에 다양한 myokine을 분비하여, 포도당 대사에 관여

장애와의 연관성은 나이, 교육,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흡연, 폭음,

하기 때문이다. 최근 발견된 myokine인 irisin은 근육, 간, 지방세포에

만성질환을 보정하여 복합표본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

작용하여, 포도당 항상성에 기여한다고 증명되었는데, 베타세포의

하였다.

증식과 인슐린 생합성과 분비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셋

결과: 당뇨병이 없는 20세 이상 성인에서 공복혈당장애의 유병률은

째, interleukine-6나 tumor necrosis factor-alpha, high sensitivity C

남성이 31.5 (0.9%), 여성이 19.6 (0.7%)였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상

reactive protein과 같은 염증 물질이 증가하면 근육단백질의 생성을

대 악력 사분위가 증가할수록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가 유의하게

방해하고 분해를 촉진해 근력과 근육 양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감소하였다(Ptrend<0.001).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교란 변수를

있다. 또한, 이러한 염증 물질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당뇨병의

보정 후에도 남녀 모두에서 상대 악력이 사분위가 증가할수록 공복

발생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근력 감소와 당뇨병이 관련되어 있다는

혈당장애의 오즈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남성 Ptrend=0.001, 여성

30)

것이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단면적 연구
로서 상대 악력과 공복혈당장애의 연관성만 알 수 있고, 그 인과관

Ptrend=0.002).

결론: 20세 이상 한국 성인에서 상대 악력의 증가는 남녀 모두에서
공복혈당장애의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었다.

계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둘째, 본 연구에서 당뇨병 전단계로 공복
혈당장애 만을 고려하였다. 경구 당부하 검사를 시행했을 때 당뇨병

중심단어: 악력; 혈당; 당뇨병 전단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전단계로 진단될 대상자들이 공복혈당장애군에 포함되지 않을 가
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는 결과를 희석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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