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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의 발표에 의하면, 전세계

적으로 18세 이상 성인 중 당뇨병을 진단 받은 사람이 1980년도에 

4.7%에서 2014년도에는 8.5%로 증가하였다[1]. 우리나라의 경우, 30세 

이상 성인에게서 당뇨병 유병률이 2001년도 8.6%에서 2013년 13,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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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study aimed to examine whether handgrip strength (HGS) expressed as absolute or relative to body weight is associ-
ated with fasting glucose (FG), hemoglobin A1c (HbA1c) and the prevalence of diabetes mellitus (DM) in different age categories.

METHODS: A total of 28,129 adults from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of 2014-2018 was analyz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HGS and variables related to DM, participant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ir HGS (Tertile). Then, participants were further categorized into six groups according to their age. One-way ANOVA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RESULTS: Compared with participants in the upper tertile of absolute handgrip strength (AHGS), those in the lower tertile were older, 
shorter and heavier and also had higher FG and HbA1c. When age was adjusted, the prevalence of DM was 1.19 times (95% CI: 1.03-
1.38) higher among men in the lowest tertile of AHGS. On the other hand, compared with participants in the highest tertile of relative 
handgrip strength (RHGS), those in the lowest tertile had 2.10 times (95% CI: 1.87-2.41) and 2.42 times (95% CI: 2.08-2.81) higher 
prevalence of DM in men and women, respectively. When the associations were examined according to age subcategories, significant 
associations between AHGS and the prevalence of DM were seen only in men in their 50s and 60s, but not seen in women in all age 
groups, with the exception of the 60s. However, significant associations between RHGS and the prevalence of DM were seen in all age 
subcategories.

CONCLUSIONS: We concluded that the association between HGS and the prevalence of DM was dependent on age and RHGS is a 
stonger measure than AH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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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였다고 보고 되었다[2]. 당뇨병 유병률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서 흡연[3,4], 노화[5,6], 비만[7], 체력 저하[8] 그리고 낮은 수준의 신체

활동[9] 등이 보고 되고 있다.

체내 당 대사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조직 중 하나가 근육이기 

때문에[10], 근육량 감소는 대사성 질환 위험을 증가시킨다[11,12]. 또

한, 근력은 대상자의 근육량뿐만 아니라 운동 참여 정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대사성질환의 위험 예측 요인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13,14]. 

악력은 근력을 대표하는 지표 중 하나로써[15,16], 대사성 질환의 유병

률 및 발병률과 높은 관계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7-25]. 악력

은 일반적으로 악력계로 측정된 수치를 절대적인 값 kg으로 표현하는 

절대 악력과 이를 체중 또는 비만도(BMI)로 나눈 상대 악력이 있다. 

상대 악력은 악력과 질환의 유병률 관계에서 체중이 교란 변수(con-

founding factor)로써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

용된다[26]. 이러한 이유로 대사증후군과 같은 비만과 연관성이 높은 

질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 상대 악력을 이용하여 질병

의 유병률을 조사했다[17,21-24]. Byeon et al. [17]의 연구에서 한국 성인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상대 악력과 절대 악력의 삼분위수에 따른 

대사증후군 유병률을 각각 분석한 결과, 절대 악력은 대사증후군 유

병률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대 악력은 상위 삼분위 그

룹과 비교해 하위 삼분위 그룹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남성은 2.52배, 

그리고 여성은 5.01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hun et al. [19]이 

한국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악력에 따른 대사증후군의 유병률

을 조사한 결과, 상대 악력은 대사증후군 유병률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관찰한 반면, 절대 악력은 대사증후군 유병률과 관련이 없음

을 관찰하였다. 하지만, 영국 UK 바이오뱅크 연구에 따르면, 성인 

356,721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대 악력이 낮을수

록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률 및 사망률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20].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상반된 결과는 질환의 특성에 따라 유병률이 

상대 악력[17,19,21,23] 또는 절대 악력과 관련성이 있음을 제시한다

[20].

당뇨병은 비만과 강한 관계성을 보여주는 동시에[27,28], 대사이상과 

신경장애에 따른 근위축 및 근기능의 저하를 특성으로 갖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29,30]. 또한, Park et al. [31]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

체 인구에 대한 당뇨병 유병률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연

령을 세분화하여 보았을 때는 50대부터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50대 이후에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고려할 때

에, 악력과 당뇨병 유병률 관계를 조사함에 있어 연령을 세분화하여 

관계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32,33]. 또한 악력의 

세기와[19,34] 당뇨병 유병률[5] 모두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변화함

에도 불구하고, 악력과 당뇨병 유병률의 관계성을 연령대 별로 비교하

는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

사 2014-2018년 자료를 이용하여 상대 악력 및 절대 악력과 당뇨병 유

병률의 관계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추가적으로 대상자를 10세 단위

로 나누어 연령대 별로 악력과 혈당, 당화혈색소, 그리고 당뇨병 유병

률의 관계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민의 건강수

준, 건강행태, 식품 및 영양섭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하는 전국 

규모의 단면 조사로, 매년 전문조사 수행 팀이 건강설문조사, 영양조

사, 그리고 검진조사를 수행하고 있다(국민건강영양조사 홈페이지, 

http://knhanes.cdc.go.kr/knhanes).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6기 2,3차년도(2014, 2015년) 및 제 7

기 1, 2, 3차년도(2016, 2017, 2018년)에 참여한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

으로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대상자 중 19세 이하인 대상자

(7,889명)와 절대 악력 및 체중 변인이 없는 자(3,181명)를 제하고, 총 

28,129명(남성 12,471명, 여성 15,658명)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 변인

1) 체구성 변인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실시한 신체계측으로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 지수를 활용하였다. 신장과 체중은 각각 신장계(Seca 225, 

GmbH& Co.KR, Germany)와 체중계(GL-6000-20, Caskorea, Korea), 허

리둘레는 인체공학적 둘레 줄자(Seca 201, GmbH& Co.KG, Germany)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허리둘레는 마지막 늑골의 하단과 장골 능선 

상단의 중간지점을 측정하였으며, 신체 계측의 모든 측정 값은 소수점 

한 자리까지 기록하였다. 체질량 지수는 체중과 신장을 활용하여 체중

(kg)/신장(m2)으로 계산하였다.

2) 악력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대상자 중 팔, 손, 엄지손가락의 결손 

및 골절, 손의 마비, 손과 손목 깁스 또는 붕대, 최근 3개월 내 손목 수

술 및 관절염 병력, 최근 7일 이내 손의 통증, 쑤심, 뻣뻣함 경험 또는 

악화 등을 겪은 대상자는 측정에서 제외되었다. 악력은 디지털 악력계

(TTK 5401, Takei Scientific Instruments Co. Ltd, Japan)를 사용하여 측

정하였다. 악력계는 대상자의 손가락 두 번째 마디가 90º로 굴곡된 높

이로 손잡이를 조절하였다. 측정은 양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선 채

로 팔꿈치나 손목이 구부려 지지 않게 하여 실시하였다. 양 손을 교대

로 1분 간격의 휴식 시간을 갖고 왼손과 오른손 각각 3회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6회 측정값 중 최대값을 절대악력으로 사용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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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최대값을 체중(kg)으로 나눈 값을 상대악력으로 사용하였다.

3) 인구통계학적 변인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 건강행태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이 사용되

었다. 음주 빈도(없음, 1달에 2회 이하, 2-4회, 4회 이상), 흡연 유무(비흡

연, 과거, 현재), 교육수준(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 이상), 가구 소득(하, 

중하, 중상, 상), 그리고 근력 운동 실시 여부(전혀 하지 않음, 주 1회 이

상)를 각 기준에 따라 구분하였다. 동반질환으로 고혈압에 대하여 의

사 진단, 진단 시기, 현재 유병 여부, 치료 여부를 묻는 문항에 하나라

도 “예” 라고 응답한 대상자를 고혈압 환자로 정의하였다. 당뇨병 가족

력은 부모님 또는 형제 중에서 한명이라도 당뇨병이 있을 경우, 가족력

이 있다고 정의하였다. 

4) 당뇨병

당뇨병은 미국당뇨병학회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공복혈당 126 

mg/dL 이상 혹은 당화혈색소 6.5% 이상일 경우로 정의하였다[35]. 추

가적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중 의사 진단을 받은 경우와 당뇨병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3. 자료처리방법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분석 및 기술통

계를 실시하였다. 악력에 따른 신체계측 및 당뇨병 관련 변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남녀 각각 절대 및 상대 악력의 삼분위수에 따라 세 그

룹으로 나누었다. 그룹 간의 대상자 특성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일원

변량분석(One-way ANOVA)과 연령을 통제한 공분산분석(ANCOVA)

을 실시하였고, 사후분석으로는 각각 Scheffe와 Bonferroni 검증을 하

였다. 추가적으로, 연령에 따른 공복혈당 및 당화혈색소와 악력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전체 대상자를 10세 단위로 나누고, 각 연령층 

안에서 절대 악력과 상대 악력의 삼분위수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누

었다. 또한 전체 연령 및 각 연령대 별 절대 악력과 상대 악력에 따른 

당뇨병 유병률을 추정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오즈비(odd ratios, ORs)와 95% 신뢰구간(confi-

dence interval, CI)을 산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을 구축하면

서, Model 1은 연령, Model 2는 연령, 흡연, 음주, 수입, 교육수준, 근력 

운동 참여 여부, 고혈압 그리고 당뇨병 가족력을 통제하였으며, Model 

3은 Model 2에 추가적으로 체중을 통제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PC 

version 25.0을 이용하였으며, 가설검정을 위한 통계적 유의수준은 α =  

0.05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1. 악력에 따른 대상자 특성 

절대 악력에 따라 남녀 각각을 삼분위수로 나누었을 때의 대상자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절대 악력이 높은 삼분위에 속한 대상자에 비

해 낮은 삼분위에 속한 대상자의 공복혈당(남: 100.81± 21.04 vs. 107.44

± 29.44, 여: 96.60 ±18.59 vs. 101.96 ± 25.98 mg/dL)과 당화혈색소(남: 

5.62 ± 0.69 vs. 5.91 ± 0.98, 여: 5.58 ± 0.65 vs. 5.83 ± 0.84%)가 유의하게 높

았으며, 각 그룹의 당뇨병 유병률은 남성에게서 9.8%, 15.7%, 그리고 

24.7%, 여성에게서 7.5%, 10.7%, 그리고 19.5%로 악력이 낮을수록 증가

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녀 모두에게서 상위 절대 악력 그

룹의 연령이 하위 절대 악력 그룹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을 고려하여(남 43.1세 vs. 61.4세, 여 45.4세 vs. 60.0세) (p< .01), 절대 

악력에 따라 나눈 세 그룹의 혈당과 당화혈색소간의 차이를 연령을 통

제하고 비교한 결과,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연령을 

통제했을 때에도 체중, 허리둘레, BMI, 흡연, 음주, 교육수준과 수입, 

근력 운동 참여 여부, 고혈압 그리고 당뇨병 가족력은 그룹간 유의하

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 악력에 따라 남녀 각각을 삼분위수로 나누었을 때의 대상자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상대 악력이 높은 삼분위에 속한 대상자에 비

해 낮은 삼분위에 속한 대상자의 공복 혈당(남: 99.11 ± 21.10 vs. 108.52

± 29.15, 여: 93.92 ±16.47 vs. 104.66 ± 28.89 mg/dL)과 당화혈색소(남: 

5.59 ± 0.68 vs 5.93 ± 0.99, 여: 5.50 ± 0.59 vs. 5.90 ± 0.89%)가 유의하게 높

았으며, 각 그룹의 당뇨병 유병률은 남성에게서 9.1%, 16.2%, 그리고 

24.0%, 여성에게서 5.1%, 9.8%, 그리고 21.2%로 상대 악력이 낮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대 악력이 낮은 삼분위에 속한 

대상자들이 나이가 많고, 허리둘레가 넓고, 혈압이 높았으며, 근력 운

동 참여 여부, 교육수준 및 월 수입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 .01). 

2. 연령에 따른 악력과 공복혈당 및 당화혈색소의 관계

Figure 1은 연령을 10세 단위로 나눈 6그룹의 각 그룹 안에서 악력에 

따른 당뇨병 관련 변인을 비교한 결과이다. 남성의 경우 50세 이전 그

룹에서 절대 악력과 공복혈당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

나, 당화혈색소는 20대에서 악력 수준이 낮을수록 감소하는 정 상관

관계로 나타났다. 하지만, 50세 이후부터 악력이 낮을수록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19-29세 그룹과 

30-39세 그룹에서 악력이 가장 높은 그룹에서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40-49세에서는 중간 

그룹이 당화혈색소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연령이 증가함에 따

라 악력이 낮을수록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가 증가하는 선 경향을 보

였지만, 그룹 간의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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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는 연령에 따른 상대 악력과 공복혈당 및 당화혈색소의 관계

를 보여준 결과이다. 남성과 여성 모두 전 연령층에 걸쳐, 상대 악력이 

가장 높은 그룹의 공복혈당 및 당화혈색소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3. 악력과 당뇨병 유병률의 관계 

절대 악력과 당뇨병 유병률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전체 대상자를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각각 

Table 3과 Table 4와 같다. 모든 연령층의 대상자를 포함하여 분석한 결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ccording to tertile of absolute HGS

Variable
Men Women

T1 (Strong) T2 (Middle) T3 (Weak) p-value T1 (Strong) T2 (Middle) T3 (Weak) p-value

Participants (n) 4,379 4,250 3,842 6,320 4,644 4,694
Age (yr) 43.08±12.63 50.29±15.63a 61.43±17.07a,b < .001 45.41±13.45 50.33±16.04a 60.04±17.80a,b < .001
Anthropometric variable

Height (cm) 173.68±5.76 170.23±5.97a 166.22±6.66a,b < .001 159.94±5.65 157.06±5.92a 153.35±6.69a,b < .001
Weight (kg) 76.30±11.41 70.62±10.35a 64.81±10.42a,b < .001 60.73±9.74 57.07±8.44a 55.19±8.82a,b < .001
WC (cm) 87.26±8.78 86.05±8.80a 84.93±9.33a,b < .001 79.08±9.77 78.27±9.72a 80.18±10.19a,b < .001
BMI (kg/m2) 25.26±3.28 24.35±3.19a 23.42±3.24a,b < .001 23.75±3.69 23.18±3.48a 23.49±3.60a,b < .001

Blood pressure
SBP (mmHg) 119.93±13.44 120.78±15.24a 122.75±16.43b <.001 114.15±15.96 115.95±17.40a 121.36±19.46a,b < .001
DBP (mmHg) 79.86±9.85 78.12±9.90a 73.89±10.52a,b < .001 74.03 ±9.59 73.23±9.48a 72.46±9.84a,b < .001

Metabolic variable
Glucose (mg/dL) 100.81±21.04 104.40±27.38a 107.44±29.44a,b < .001 96.60±18.59 97.97±23.12a 101.96±25.98a,b < .001
HbA1c (%) 5.62±0.69 5.77±0.91a 5.91±0.98a,b < .001 5.58±0.65 5.65±0.74a 5.83±0.84a,b < .001

Handgrip strength
Absolute HGS (kg) 48.82±4.43 39.98±1.98a 30.85±4.76a,b < .001 29.06±2.84 23.54±1.10a 17.94±2.92a,b < .001
Relative HGS (kg/kg) 0.65±0.09 0.58±0.08a 0.49±0.10a,b < .001 0.49±0.08 0.42±0.06a 0.33±0.07a,b < .001

Type 2 DM 428 (9.8) 668 (15.7) 948 (24.7) <.001 477 (7.5) 496 (10.7) 913 (19.5) <.001
Hypertension 640 (14.6) 1,012 (23.8) 1,430 (37.2) <.001 847 (13.4) 961 (20.7) 1,669 (35.6) <.001
Resistance exercise 1,511 (34.5) 1,340 (31.5) 919 (23.9) <.001 1,214 (19.2) 748 (16.1) 466 (9.9) <.001
Smoking <.001 0.036

Never 934 (21.3) 987 (35.0) 894 (23.3) 5,429 (85.9) 4,093 (88.1) 4,113 (87.6)
Past 1,527 (34.9) 1,672 (39.3) 1,783 (46.4) 428 (6.8) 230 (5.0) 218 (4.6)
Current 1,795 (41.0) 1,489 (35.0) 1,035 (26.9) 362 (5.7) 230 (5.0) 184 (3.9)

Alcohol drinking (times/month) < .001 <.001
Never 110 (2.5) 168 (4.0) 300 (7.8) 620 (9.8) 689 (14.8) 1,232 (26.2)
<2 789 (18.0) 994 (23.4) 1,153 (30.0) 2,562 (40.5) 1,948 (41.9) 1,988 (42.4)
2-4 1,708 (39.0) 1,493 (35.1) 1,081 (28.1) 2,189 (34.6) 1,400 (30.1) 921 (19.6)
>4 1,649 (37.7) 1,496 (35.2) 1,185 (30.8) 849 (13.4) 520 (11.2) 381 (8.1)

Education < .001 <.001
Elementary school 171 (3.9) 488 (11.5) 1,079 (28.1) 745 (11.8) 1,035 (22.3) 2,026 (43.2)
Middle school 280 (6.4) 448 (10.5) 495 (12.9) 544 (8.6) 487 (10.5) 457 (9.7)
High school 1,576 (36.0) 1,453 (34.2) 1,014 (26.4) 2,284 (36.1) 1,384 (29.8) 908 (19.3)
College 1,995 (45.6) 1,605 (37.8) 961 (25.0) 2,431 (38.5) 1,523 (32.8) 956 (20.4)

Income < .001 <.001
Low 296 (6.8) 589 (13.9) 1,239 (32.2) 668 (10.6) 841 (18.1) 1,686 (35.9)
Middle low 955 (21.8) 1,037 (24.4) 1,011 (26.3) 1,556 (24.6) 1,171 (25.2) 1,104 (23.5)
Middle high 1,506 (34.4) 1,216 (28.6) 799 (20.8) 1,974 (31.2) 1,298 (28.0) 927 (19.7)
High 1,616 (36.9) 1,391 (32.7) 763 (19.9) 2,096 (33.2) 1,317 (28.4) 952 (20.3)
Family history of DM 1,045 (23.9) 858 (20.2) 611 (15.9) <.001 1,644 (26.0) 1,108 (23.9) 957 (20.4) <.001

Data are Mean±standard deviation or number (percentage). 
T, tertile; yr, year; WC, waist circumference; BMI, body mass index;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HbA1c, hemoglobin A1c; HGS, 
handgrip strength; DM, diabetes mellitus. 
ap <.05 vs. T1 group, bp <.05 vs. T2 group. Additional analyses were performed in comparing three groups according to absolute handgrip strength with 
ANCOVA to adjust for age and found differences between groups remained significant except glucose and HbA1c, differences among groups became sta-
tistically insignificant (p =.181 in men and p =.426 in women for fasting glucose, p =.095 in men and p =.513 in women for HbA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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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절대 악력이 가장 높은 그룹에 비해 가장 낮은 그룹의 당뇨병 유병

률이 남성과 여성에게서 각각 3.02배(95% CI: 2.67-3.42)와 2.96배(95% 

CI: 2.63-3.33)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Model 1), 건강행태요인 및 사회경제요인을 통제하였을 때(Model 2), 

남성에게서는 절대 악력이 낮을수록 당뇨병 유병률이 유의하게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ORs: 1.21, 95% CI: 1.04-1.42), 여성의 경우 절

대 악력과 당뇨병 유병률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체중

을 추가하여 통제한 경우, 절대 악력이 가장 높은 그룹에 비해 중간 그

룹과 가장 낮은 그룹의 남성에서 당뇨병 유병률이 1.36배(95% CI: 1.17-

1.58) 그리고 1.65배(95% CI: 1.40-1.94), 여성에게서는 1.13배(95% CI: 

Table 2.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ccording to tertile of relative HGS

Variable
Men Women

T1 (Strong) T2 (Middle) T3 (Weak) p-value T1 (Strong) T2 (Middle) T3 (Weak) p-value

Participants (n) 4,164 4,152 4,155 5,217 5,231 5,210
Age (yr) 46.80±14.72 51.24±16.16a 55.52±18.39a,b < .001 45.41±13.45 50.33±16.04a 60.04±17.80a,b < .001
Anthropometric variable

Height (cm) 170.51±6.33 170.36±6.82 169.76±7.27a,b < .001 158.46±6.10 157.46±6.51a 155.41±6.93a,b < .001
Weight (kg) 66.24±9.21 71.21±10.33a 75.03±13.49a,b < .001 53.81±6.78 58.06±8.23a 62.08±10.83a,b < .001
WC (cm) 80.98±7.20 86.37±7.45a 91.07±9.22a,b < .001 73.35±7.40 78.81±8.32a 85.36±9.93a,b < .001
BMI (kg/m2) 22.74±2.62 24.48±2.78a 25.93±3.66a,b < .001 21.44±2.51 23.42±2.99a 25.67±3.86a,b < .001

Blood pressure
SBP (mmHg) 118.97±14.58 121.41±15.17 122.89±15.19a,b < .001 112.14±15.49 116.55±17.71a 121.86±18.58a <.001
DBP (mmHg) 77.70±9.70 77.89±10.19a 76.68±11.15a,b < .001 72.50 ±9.16 73.67±9.73a 73.80±10.00a,b < .001

Metabolic variable
Glucose (mg/dL) 99.11±21.10 104.58±26.70a 108.52±29.15a,b < .001 93.92±16.47 97.39±18.90a 104.66±28.89a,b < .001
HbA1c (%) 5.59±0.68 5.77±0.87a 5.93±0.99a,b < .001 5.50±0.59 5.63±0.68a 5.90±0.89a,b < .001

Handgrip strength
Absolute HGS (kg) 45.99±6.53 40.86±6.01a 33.96±7.28a,b < .001 28.16±3.74 24.50±3.52a 19.61±4.42a,b < .001
Relative HGS (kg/kg) 0.70±0.06 0.57±0.03a 0.45±0.06a,b < .001 0.53±0.05 0.42±0.02a 0.32±0.05a,b < .001

Type 2 DM 377 (9.1) 671 (16.2) 996 (24) <.001 268 (5.1) 515 (9.8) 1,103 (21.2) <.001
Hypertension 592 (14.2) 1,020 (24.6) 1,470 (35.4) <.001 547 (10.5) 1,046 (20.0) 1,884 (36.2) <.001
Resistance exercise 1,405 (33.7) 1,308 (31.5) 1,057 (25.4) <.001 1,062 (20.4) 823 (15.7) 543 (10.4) <.001
Smoking <.001 0.036

Never 1,693 (40.7) 1,417 (34.1) 1,209 (29.1) 281 (5.4) 267 (5.1) 228 (4.4)
Past 1,458 (35) 1,690 (40.7) 1,834 (44.1) 308 (5.9) 290 (5.5) 278 (5.3)
Current 899 (21.6) 921 (22.2) 995 (23.9) 4,526 (86.8) 4,580 (87.6) 4,529 (86.9)

Alcohol drinking (times/month) < .001 <.001
Never 138 (3.3) 171 (4.1) 269 (6.5) 535 (10.3) 786 (15) 1,220 (23.4)
<2 850 (20.4) 943 (22.7) 1,143 (27.5) 2,135 (40.9) 2,155 (41.2) 2,208 (42.4)
2-4 1,513 (36.3) 1,461 (35.2) 1,308 (31.5) 1,772 (34) 1,595 (30.5) 1,143 (21.9)
>4 1,551 (37.2) 1,455 (35) 1,324 (31.9) 675 (12.9) 604 (11.5) 471 (9)

Education < .001 <.001
Elementary school 369 (8.9) 543 (13.1) 826 (19.9) 601 (11.5) 1,157 (22.1) 2,048 (39.8)
Middle school 395 (9.5) 410 (9.9) 418 (10.1) 420 (8.1) 504 (9.6) 564 (10.8)
High school 1,525 (36.6) 1,326 (31.9) 1,192 (28.7) 1,805 (34.6) 1,593 (30.5) 1,178 (22.6)
College 1,544 (37.2) 1,595 (38.4) 1,422 (34.2) 2,122 (40.7) 1,727 (33) 1,061 (20.4)

Income <.001 <.001
Low 456 (11) 646 (15.6) 1,022 (24.6) 576 (11) 918 (17.5) 1,701 (32.6)
Middle low 1,030 (24.7) 957 (23) 1,016 (24.5) 1,202 (23) 1,309 (25) 1,320 (25.3)
Middle high 1,338 (32.1) 1,200 (28.9) 983 (23.7) 1,595 (30.6) 1,471 (28.1) 1,133 (21.7)
High 1,325 (31.80 1,342 (32.3) 1,103 (26.5) 1,817 (34.8) 1,513 (28.9) 1,035 (19.9)
Family history of DM 844 (20.3) 892 (21.5) 778 (18.7) <.001 1,226 (23.5) 1,272 (24.3) 1,211 (23.2) <.001

Data are Mean±standard deviation or number (percentage). 
T, tertile; yr, year; WC, waist circumference; BMI, body mass index;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HbA1c, hemoglobin A1c; HGS, 
handgrip strength; DM, diabetes mellitus. 
ap <.05 vs. T1 group, bp <.05 vs. T2 group. Additional analyses were performed in comparing three groups according to relative handgrip strength with 
ANCOVA to adjust for age and found differences between groups remained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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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1.31)와 1.41배(95% CI: 1.21-1.6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분화된 

연령 층 안에서 악력과 당뇨병 유병률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체중

을 보정하지 않고 연령과 건강행태 및 사회경제요인을 통제하였을 때

(Model 2), 남성에게서는 50대 미만, 여성의 경우 60대를 제외한 전 연

령층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체중을 추가적으로 보정하였을 때(Model 3), 남성은 40대부터 여성은 50

대부터 절대 악력이 낮을수록 당뇨병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 악력의 삼분위수를 기준으로 나눈 세 그룹 간의 비교 분

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연령의 대상자에서 상대 악력이 가장 높은 그

룹에 비해 가장 낮은 상대 악력 그룹의 당뇨병 유병률이 남녀 각각 

3.17배(95% CI: 2.79-3.60)와 4.96배(95% CI: 4.31-5.70)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s 5, 6). 마찬가지로 연령, 건강행태요

인 및 사회경제요인들을 통제한 후에도(Model 2), 전 연령 층에서 상대 

악력이 감소함에 따라 당뇨병 유병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층에 따른 상대 악력과 당뇨병 유병률의 

관계성은 남녀 모두 연령과 상관없이 상대 악력이 가장 높은 그룹에 

비해 가장 낮은 그룹의 당뇨병 유병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한국 성인 남녀에서 악력과 당뇨병 유병률 간의 관계성 

분석을 통해 악력이 당뇨병의 위험인자로써 갖는 의미를 밝히고자 하

였다. 또한 당뇨병 질환의 특성을 반영한 악력과 당뇨병 유병률의 관계

성을 알아보기 위해 절대 악력과 상대 악력을 비교하였으며, 추가적으

로 연령대 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악력과 당뇨병 유병률의 관계성을 비

교하기 위해 대상자를 10세 단위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악

력 삼분위수에 따른 당뇨병 유병률을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에서 상

대 악력과 절대 악력이 낮을수록 당뇨병 유병률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 변인을 모두 보정한 후에도 절대 악력과 

상대 악력 모두 당뇨병 유병률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세 단위로 세분화된 연령 층에 따라 분석

한 결과, 상대 악력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악력과 당뇨병 유병률의 관

계성이 나타났으며, 절대 악력의 경우 남성에서는 40대, 여성에서는 50

대부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성이 나타났다.

당뇨병의 위험성이 있는 성인에게서 근력 감소와 인슐린 저항성의 

관계는 잘 알려져 있는데[14,36-38], 이는 당뇨병 유병률이 높은 중년 

Fig. 1. (A) Changes in variables related to DM according to tertile of absolute HGS by stratified age groups in men. (B) Changes in variables related to DM 
according to tertile of absolute HGS by stratified age groups in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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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또는 노인에게서 근력 저하가 당뇨병 발병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

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39]. 본 연구에서는 남녀 모두에게서 악력이 

낮을수록 당뇨병 유병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Leong et al. [40]은 17개 국가의 35세부터 70세까지 131,691명의 

성인 남녀를 4년간 추적 관찰하여 절대 악력을 이용하여 당뇨병 발병 

위험도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성별, 연령, 교육수준, 신체활동 수준, 

흡연, 음주, BMI 등을 보정했을 때 절대 악력의 감소는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심혈관계 질환 사망, 심근경색증 발병률 증가와 관계성이 

있는 반면, 당뇨병 발병률 증가와는 통계적인 유의미한 관계성이 없었

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와 대상자 수, 악력 수준, 절대 악력 삼분위수

에 따른 각 세 그룹의 당뇨병 유병률이 모두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다

른 결과가 나타난 것은 보정 변수로 사용된 대상자의 특성이 두 연구 

간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상대 악력을 이용

하여 악력과 당뇨병 유병률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동

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상대 악력이 낮을수록 당뇨병 유병률이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성별, 연령, 음주, 흡연, 고혈압을 통제한 

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5,41,42]. 

선행연구에 따르면, 당뇨병이 있는 대상자의 악력은 당뇨병이 없는 

대상자의 악력 보다 낮게 나타나는 동시에[43] 연령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8]. 절대 악력을 기준으로 나누어진 그룹 안에서도 연령의 

차이가 나타났다[40]. 본 연구에서 악력이 가장 높은 그룹의 남성과 여

성의 평균 연령은 각각 43.1세와 45.4세, 악력이 가장 낮은 그룹의 남녀 

평균 연령이 각각 61.4세와 60.0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당

뇨병 유무와 악력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의미로 판단

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악력에 따른 혈당, 당화혈색소, 그리고 당뇨병 

유병률을 보고자 할 때 연령의 영향력을 제하기 위해서 연령을 통제하

기도 하지만[44], 통계적으로 연령을 통제하는 것 만으로는 악력에 따

른 혈당, 당화혈색소 그리고 당뇨병 유병률을 분석하기에 제한점이 있

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대상자를 10세 단위로 나누고, 각 

연령 층 안에서 절대 악력과 상대 악력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누어 악

력과 당뇨병 유병률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령과 체중, 더

불어 건강행태요인 및 사회경제요인을 통제하였을 때(Model 3), 남성

에게서는 40대 여성에게서는 50대부터 절대 악력 상위 삼분위에 대한 

하위 삼분위의 당뇨병 유병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상대 악력의 경우 전 연령 층에서 상대 악력이 낮을수록 

당뇨병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 및 모든 변수를 통제

Fig. 2. (A) Changes in variables related to DM according to tertile of relative HGS by stratified age groups in men. (B) Changes in variables related to DM ac-
cording to tertile of relative HGS by stratified age groups in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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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ORs and 95% CI for DM according to tertile of absolute HGS by stratified age groups in men

Age (yr) Tertile n No. of DM n (%) Range Un-adjusted Model 1 Model 2 Model 3

Total First 4,379 425 (9.8) 43< 1 1 1 1
Second 4,250 668 (15.7) 36-43 1.72 (1.51-1.96) 1.16 (1.01-1.33) 1.16 (1.00-1.34) 1.36 (1.17-1.58)
Third 3,842 948 (24.7) <36 3.02 (2.67-3.42) 1.19 (1.03-1.38) 1.21 (1.04-1.42) 1.65 (1.40-1.94)

19-29 First 585 5 (0.9) 44< 1 1 1 1
Second 513 5 (1.0) 38-44 1.14 (0.33-3.97) 1.24 (0.36-4.34) 1.13 (0.31-4.09) 1.95 (0.47-8.09)
Third 472 6 (1.3) <38 1.49 (0.45-4.93) 1.62 (0.50-5.50) 1.26 (0.33-4.78) 2.71 (0.62-11.91)

30-39 First 741 26 (3.5) 47< 1 1 1 1
Second 621 23 (3.7) 41-47 1.06 (0.60-1.87) 1.03 (0.58-1.82) 0.99 (0.54-1.82) 1.37 (0.73-2.58)
Third 590 23 (3.9) <41 1.12 (0.63-1.98) 1.12 (0.63-1.99) 1.01 (0.55-1.88) 1.76 (0.90-3.43)

40-49 First 766 82 (10.7) 46< 1 1 1 1
Second 781 81 (10.4) 40-46 0.97 (0.70-1.34) 0.95 (0.69-1.32) 1.05 (0.74-1.49) 1.23 (0.86-1.76)
Third 673 79 (11.7) <40 1.11 (0.80-1.54) 1.10 (0.79-1.52) 1.20 (0.84-1.71) 1.72 (1.18-2.51)

50-59 First 848 131 (15.4) 43< 1 1 1 1
Second 781 156 (20.0) 38-43 1.37 (1.06-1.76) 1.34 (1.04-1.73) 1.36 (1.03-1.80) 1.56 (1.17-2.07)
Third 747 163 (21.8) <38 1.53 (1.18-1.97) 1.50 (1.16-1.94) 1.50 (1.13-1.98) 2.03 (1.51-2.72)

60-69 First 883 213 (24.1) 39< 1 1 1 1
Second 724 194 (26.8) 34-39 1.15 (0.92-1.44) 1.16 (0.92-1.46) 1.21 (0.95-1.54) 1.28 (1.00-1.63)
Third 647 239 (36.9) <34 1.84 (1.48-2.30) 1.86 (1.48-2.34) 1.86 (1.46-2.37) 2.16 (1.68-2.79)

70-80 First 711 196 (27.6) 34< 1 1 1 1
Second 742 221 (29.8) 28-34 1.16 (0.89-1.40) 1.19 (0.95-1.50) 1.19 (0.93-1.52) 1.37 (1.06-1.76)
Third 646 301 (31.1) <28 1.19 (0.94-1.50) 1.36 (1.06-1.75) 1.37 (1.04-1.80) 1.75 (1.31-2.33)

Model 1, adjusted for age; Model 2, adjusted for Model 1 plus smoking, alcohol consumption, income, education, resistance exercise, hypertension, and 
family history; Model 3, adjusted for Model 2 plus body weight.
Bold, p <.05.

Table 4. ORs and 95% CI for DM according to tertile of absolute HGS by stratified age groups in women

Age (yr) Tertile n No. of DM n (%) Range Un-adjusted Model 1 Model 2 Model 3

Total First 6320 477 (7.5) 25< 1 1 1 1
Second 4644 496 (10.7) 21-25 1.47 (1.28-1.67) 0.99 (0.86-1.14) 0.95 (0.82-1.10) 1.13 (0.97-1.31)
Third 4694 913 (19.5) <21 2.96 (2.63-3.33) 1.11 (0.96-1.27) 1.06 (0.92-1.23) 1.41 (1.21-1.64)

19-29 First 677 6 (0.9) 26< 1 1 1 1
Second 603 3 (0.5) 22-26 0.56 (0.14-2.25) 0.62 (0.15-2.51) 0.81 (0.19-3.45) 1.51 (0.30-7.50)
Third 569 3 (0.5) <22 0.59 (0.15-2.38) 0.62 (0.15-2.50) 0.60 (0.11-3.23) 1.87 (0.28-12.48)

30-39 First 1022 29 (2.8) 27< 1 1 1 1
Second 807 25 (3.1) 23-27 1.10 (0.64-1.88) 1.14 (0.66-1.97) 1.24 (0.70-2.23) 1.99 (1.06-3.73)
Third 669 19 (2.8) <23 1.00 (0.56-1.80) 1.11 (0.62-2.01) 0.95 (0.49-1.86) 1.77 (0.87-3.60)

40-49 First 1116 59 (5.3) 27< 1 1 1 1
Second 959 39 (4.1) 23-27 0.76 (0.50-1.15) 0.76 (0.50-1.15) 0.72 (0.47-1.12) 0.93 (0.59-1.45)
Third 823 50 (6.1) <23 1.16 (0.79-1.71) 1.13 (0.77-1.67) 1.00 (0.66-1.51) 1.50 (0.97-2.33)

50-59 First 1130 105 (9.3) 26< 1 1 1 1
Second 1059 116 (11.0) 22-26 1.20 (0.91-1.59) 1.18 (0.89-1.56) 1.17 (0.87-1.56) 1.37 (1.01-1.84)
Third 868 104 (12.0) <22 1.33 (1.00-1.77) 1.28 (0.96-1.71) 1.22 (0.90-1.65) 1.53 (1.12-2.10)

60-69 First 1017 182 (17.9) 24< 1 1 1 1
Second 918 183 (19.9) 20-24 1.14 (0.91-1.44) 1.12 (0.89-1.41) 1.11 (0.87-1.42) 1.17 (0.91-1.49)
Third 728 169 (23.2) <20 1.39 (1.10-1.76) 1.33 (1.05-1.69) 1.35 (1.04-1.73) 1.48 (1.14-1.91)

70-80 First 1043 287 (27.5) 20< 1 1 1 1
Second 862 260 (30.2) 16-20 1.14 (0.93-1.39) 1.11 (0.91-1.36) 1.17 (0.94-1.44) 1.27 (1.02-1.58)
Third 788 247 (31.3) <16 1.20 (0.98-1.47) 1.14 (0.92-1.42) 1.25 (0.98-1.57) 1.47 (1.16-1.86)

Model 1, adjusted for age; Model 2, adjusted for Model 1 plus smoking, alcohol consumption, income, education, resistance exercise, hypertension, and 
family history; Model 3, adjusted for Model 2 plus body weight.        
Bold,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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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ORs and 95% CI for DM according to tertile of relative HGS by stratified age groups in men

Age (yr) Tertile n No. of DM n (%) Range Un-adjusted Model 1 Model 2

Total First 4164 377 (9.1) 0.62< 1 1 1
Second 4152 671 (16.2) 0.53-0.62 1.94 (1.69-2.22) 1.58 (1.38-1.81) 1.51 (1.30-1.74)
Third 4155 996 (24.0) <0.53 3.17 (2.79-3.60) 2.10 (1.87-2.41) 1.96 (1.69-2.26)

19-29 First 524 2 (0.4) 0.63< 1 1 1
Second 523 2 (0.4) 0.53-0.63 1.00 (0.14-7.14) 0.98 (0.14-7.01) 0.84 (0.11-6.17)
Third 523 12 (2.3) <0.53 6.13 (1.37-27.52) 6.06 (1.35-27.21) 5.02 (1.06-23.73)

30-39 First 651 4 (0.6) 0.65< 1 1 1
Second 651 22 (3.4) 0.55-0.65 5.66 (1.94-16.51) 5.63 (1.93-16.45) 5.76 (1.94-17.11)
Third 650 46 (7.1) <0.55 12.32 (4.41-34.43) 13.04 (4.66-36.50) 12.28 (4.30-35.02)

40-49 First 741 45 (6.1) 0.65< 1 1 1
Second 740 79 (10.7) 0.55-0.65 1.85 (1.26-2.71) 1.84 (1.26-2.70) 1.77 (1.17-2.68)
Third 739 118 (16.0) <0.55 2.94 (2.05-4.21) 3.04 (2.12-4.36) 2.77 (1.86-4.11)

50-59 First 793 89 (11.2) 0.64< 1 1 1
Second 791 156 (19.7) 0.55-0.64 1.94 (1.47-2.58) 1.92 (1.45-2.55) 1.91 (1.40-2.59)
Third 792 205 (25.9) <0.55 2.76 (2.11-3.63) 2.76 (2.10-3.62) 2.64 (1.96-3.56)

60-69 First 753 166 (22.0) 0.61< 1 1 1
Second 750 214 (28.5) 0.52-0.61 1.41 (1.12-1.78) 1.42 (1.12-1.79) 1.47 (1.14-1.88)
Third 751 266 (35.4) <0.52 1.94 (1.54-2.44) 1.95 (1.55-2.45) 1.85 (1.45-2.36)

70-80 First 701 146 (20.8) 0.55< 1 1 1
Second 698 212 (30.4) 0.46-0.55 1.66 (1.30-2.12) 1.72 (1.35-2.20) 1.57 (1.21-2.04)
Third 700 260 (37.1) <0.46 2.25 (1.77-2.85) 2.51 (1.96-3.20) 2.32 (1.78-3.02)

Model 1, adjusted for age; Model 2, adjusted for Model 1 plus smoking, alcohol consumption, income, education, resistance exercise, hypertension, and 
family history.   
Bold, p <.05.

Table 6. ORs and 95% CI for DM according to tertile of relative HGS by stratified age groups in women

Age (yr) Tertile n No. of DM n (%) Range Un-adjusted Model 1 Model 2

Total First 5217 268 (5.1) 0.46< 1 1 1
Second 5231 515 (9.8) 0.38-0.46 2.02 (1.73-2.35) 1.47 (1.26-1.72) 1.35 (1.14-1.59)
Third 5210 1103 (21.1) <0.38 4.96 (4.31-5.70) 2.42 (2.08-2.81) 2.11 (1.80-2.46)

19-29 First 617 1 (0.2) 0.48< 1 1 1
Second 616 2 (0.3) 0.41-0.48 2.01 (0.18-22.19) 2.00 (0.18-22.16) 3.70 (0.28-49.86)
Third 616 9 (1.5) <0.41 9.13 (1.15-72.31) 8.62 (1.09-68.33) 14.13 (1.33-151.39)

30-39 First 834 5 (0.6) 0.49< 1 1 1
Second 832 16 (1.9) 0.42-0.49 3.25 (1.19-8.92) 3.36 (1.22-9.23) 3.05 (1.09-8.56)
Third 832 52 (6.3) <0.42 11.05 (4.39-27.82) 11.70 (4.64-29.50) 9.03 (3.51-23.20)

40-49 First 967 20 (2.1) 0.49< 1 1 1
Second 965 43 (4.5) 0.42-0.49 2.21 (1.29-3.78) 2.19 (1.28-3.76) 2.55 (1.45-4.48)
Third 966 85 (8..8) <0.42 4.57 (2.78-7.50) 4.43 (2.70-7.28) 4.05 (2.40-6.85)

50-59 First 1016 69 (6.8) 0.47< 1 1 1
Second 1022 94 (9.2) 0.39-0.47 1.39 (1.01-1.92) 1.36 (0.98-1.88) 1.17 (0.83-1.55)
Third 1019 162 (15.9) <0.39 2.59 (1.93-3.49) 2.52 (1.87-3.40) 1.94 (1.42-2.65)

60-69 First 889 143 (16.1) 0.44< 1 1 1
Second 887 151 (17.0) 0.36-0.44 1.07 (0.83-1.38) 1.05 (0.82-1.35) 0.89 (0.68-1.16)
Third 887 240 (27.1) <0.36 1.94 (1.53-2.44) 1.88 (1.49-2.37) 1.56 (1.22-2.00)

70-80 First 902 195 (21.6) 0.39< 1 1 1
Second 896 266 (29.7) 0.31-0.39 1.53 (1.24-1.90) 1.52 (1.23-1.89) 1.51 (1.20-1.89)
Third 895 333 (37.2) <0.31 2.15 (1.74-2.65) 2.12 (1.72-2.63) 2.08 (1.66-2.61)

Model 1, adjusted for age; Model 2, adjusted for Model 1 plus smoking, alcohol consumption, income, education, resistance exercise, hypertension, and 
family history.
Bold,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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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Model 2)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악력과 당뇨병 유병률의 음

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상대 악력은 대사증후군[17-19,21,22,24], 심혈

관계 질환[45,46], 비알콜성 지방간 질환[47], 고혈압[48] 등의 유병률과

의 관계성이 밝혀지면서 질환의 발병 위험성을 예측하기 위한 위험 요

인으로 규명되어 왔다. 또한 상대 악력과 질환 유병률의 관계성은 연령

과 상관없이 명확하게 나타났다. 선행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본 연구에

서도 상대 악력은 연령에 상관없이 당뇨병 유병률과 통계적으로 유의

한 관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절대 악력의 경우 중년 및 

노인 층에서만 절대 악력과 당뇨병 유병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50대 이후부터 절대 악력이 감소할수록 공복혈당 및 

당화혈색소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통해 뒷받침된다(Figure 1).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근육량 및 근력의 감소의 폭이 크고[49], 당뇨병 유병

률이 빠르게 증가하는 중장년층에 있어서[31] 절대 악력의 감소는 당

뇨병 위험 요인으로써 적용될 수 있다는 임상적 의미로 판단된다[50]. 

본 연구가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악력과 당뇨병 유병률의 관계성을 

규명하고, 절대 악력과 상대 악력의 당뇨병 예측 위험인자로써의 가능

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몇 가지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

다. 첫째,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를 이용한 단면적 연구로서 악력과 당

뇨병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검증할 수 없다. 둘째, 당뇨병 진단에 있어

서 공복혈당 및 당화혈색소 외에 일부 변인은 직접 기입 방법을 사용

하였기에 부정확한 진단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국민건강영양

조사에서는 당뇨병 진단 정의에 제1형과 제2형 구분 없기에 제1형 당뇨

병 환자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한국 소아 청소년의 

제1형 당뇨병 유병률이 10만명당 1.36명임을 고려하였을 때[51], 분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2014-2018년)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

라 19세 이상 성인에서 악력과 당뇨병 유병률의 관계성을 연령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 분석하였고, 악력이 당뇨병 유병률과의 관련성

을 절대 악력과 상대 악력에 따라 각각 비교함으로써 악력의 사용 방

법에 대해 조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간략히 정리하

면, 연령에 따라 악력과 당뇨병 유병률의 관계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

에, 악력을 통한 당뇨병 유병률을 조사하는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연령

을 충분히 세분화하여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또한 근력이 

약화되고 당뇨병 발생 위험률이 증가하는 40세 이후 중년에게 있어서, 

악력을 통해 당뇨병 위험성을 예측하고 당뇨병 발병에 대한 적절한 예

방책을 간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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