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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2형 당뇨병은 심장병에 대한 위험 증가와 관련있으며, 이는 주로 

임상적 당뇨병 발생 이전에 심장병이 발생한다[1-4]. 최근의 한 인구집

단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에 의하면 공복혈당장애 또한 당뇨병과 

동일한 수준으로 사망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5].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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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전은 명확하지 않지만, 당뇨병 환자에서 조절되지 않는 혈당 상태

는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률 및 이로 인한 합병증과 관련된

다는 보고가 널리 알려져 왔으며[6-8], 또한 이전의 많은 연구들을 통해 

공복혈당장애와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과의 관련성이 밝혀졌다[9-11].

전 세계적으로 당뇨 유병률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당뇨병으로 인

한 사망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12,13]. 더욱이 당뇨병 발병 연령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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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낮아지고 있으며, 성인 초기 당뇨병 발생 위험은 증가하고 있는 가

운데, 성인 초기에 공복혈당장애로 정의되는 당뇨병 전 단계 유병률 또

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14-16]. 최근 미국에서는 당뇨 전 단계인 사람

들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고[16], 국내에서도 당뇨병 유병률이 최근 몇 

년 사이 소폭 증가하였으며, 공복혈당장애 유병률 또한 30세 이상의 

성인에서 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7]. 당뇨 전 단계는 추후 당

뇨병 및 심장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인 당뇨병이므로, 국

가적인 당뇨병 관리 체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예방 및 관리 대상이다. 

이를 위해 당뇨병 및 심장병 발생 이전의 공복혈당에 대하여 지속적으

로 추적 관리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18]. 이에 집단중심추세모

형방법론(group based trajectory modeling methods, GBTM)을 활용하

면 공복 혈당 추적 관리 기간 동안 시간에 따른 특유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각기 다른 양상에 따라 실제 심장병 발생 양상 또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 자료를 통하

여 공복혈당과 심장병 발생 위험과의 관련성을 집단중심추세모형방

법론을 이용한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growth analysis, LCGA)을 통

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 코

호트 자료에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9년간 매년 건강검진을 받은 수

검자를 기준으로 하였다. 

2002년 이후, 9년간의 검진정보를 지닌 수검자 15,130명 중에서 20

세 미만인 566명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및 뇌졸중 과거력이 있는 

412명, 검진 이후 심혈관질환 진단 전에 이미 진단받은 자 299명 및 공

복혈당,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총 콜레스테롤 변수에 결측값을 지닌 

24명을 제외한 13,829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 자료의 근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 2011년에 구축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권

자 전체에 대한 진료명세서와 진료내역, 상병내역, 처방전 내역 등을 기

존 청구일 중심에서 진료개시일 중심으로 자료구조를 조정한 ‘국민건

강정보 DB’이다. 이는 자격 DB, 진료 DB 및 검진 DB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실상 장기간의 전 국민 전향적 코호트 연구 또는 중재의 효

과를 검증할 수 있는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이다[19]. 본 연구는 국민건

강정보 DB의 자격 DB로부터 추출된 표본 중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

만 해당되는 건강검진 DB를 기준으로 하였다. 

검진정보는 2002년에서 2010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들

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반검진 1차 및 2차,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1차 및 

2차, 암 검진 및 영유아 검진 자료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러한 국가 

건강검진의 수검률은 본 연구2010년 기준, 국민건강보험대상자의 약 

70% 정도이며[19], 2014년 현재 기준, 약 75%에 달한다[20].

연구에 사용된 변수

현재 국가검진 관련하여 당뇨병 진단에 쓰이는 대표적인 방법은 공

복혈당 수치로, 식후 8-14시간 가량 지난 뒤 혈장 속에 포함된 포도당

의 양을 측정한다[10]. 당뇨병 진단에는 공복혈당 수치뿐 아니라 식후

혈당 및 당화혈색소(HbA1c) 측정치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국민건강보

험공단 표본 코호트 자료에서 활용 가능한 당뇨병 진단 관련 변수로

서, 보다 보편적 지표인 공복혈당을 본 분석에 사용하였다[21]. 이외에 

연구에 포함된 변수는 일반적 특성(성, 연령), 생활 습관(흡연, 음주, 운

동), 과거력(결핵, 간염, 간장질환, 암, 기타질환), 가족력(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건강검진결과로서 키, 

체중,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포함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심장병 진단은 본 연구 자료의 근간인 국민건강보험

공단 표본 코호트 자료의 진료DB에서 상병 정보를 담고 있는 상병내

역 자료 및 명세서 자료를 연계하여 확인하였으며, 상병 코드는 국제질

병분류 ICD-10 기준으로 하였다. 표본 코호트 자료의 특성상 상병내

역 자료와 명세서 자료는 청구일련번호로 연결되는데, 자료의 충실도 

측면에서 청구를 목적으로 한 자료라는 자료의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진단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해당 질병에 대해 입원 이력

이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02년 이후 명세서 자료 

내에 포함된 ‘최초입원일’ 날짜 기준으로 하여 주 상병 및 부 상병 코

드가 심장병인 경우, 심장병 첫 진단일 변수를 생성하였고, 해당 변수

를 지닌 대상자는 심장병 발생자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심장병 진

단 코드로는 이전 연구를 참고하여, 고혈압성 심장질환(I10–I15), 허혈

성 심장질환(I20–I25), 죽상경화증 관련 심장질환(I44–I52), 동맥성 심

장질환(I70–I74), 출혈성 뇌졸중(I60–I62) 및 허혈성 뇌졸중(I63–I66)을 

포함하였다[4,22]. 

집단중심추세모형방법론

집단중심추세모형방법론은 연구대상자들 각각의 개인적 특성을 규

명하고, 특정 변수에 대해 시간 또는 연령에 따른 유사한 진행 패턴을 

파악하고 적합하게 분류해주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중심추

세모형방법론 중 한가지인 잠재계층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잠재계층분석 기법은 Nagin et al. [23]에 의해 그 이론이 발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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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으며, 분석 도구로는 SAS 소프트웨어의 proc traj나 Stata 소프트웨어

의 Traj이 주로 쓰인다[23,24]. 본 연구에서는 SAS 소프트웨어의 proc 

traj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집단중심추세모형방법론에서는 데이터의 

형식에 따라 분석 시 각기 다른 모형을 적용하는데, 이분형 자료에서

는 주로 로짓 기반 모형(logit-based model)을 적용하며, 심리측정식 계

층 구조형 자료(psychometric scale data)의 경우 중도절단모형(censored 

normal (tobit) model, CNORM)을 적용한다. 집단중심추세모형방법론

의 주요한 가정으로는 시간에 독립적인 공변량은 각 그룹에 속한 개인

을 통해서만 관찰되는 추세와 연관되며, 시간에 의존적인 공변량은 관

찰되는 추세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것이다(Figure 1). 이러한 가정

에 따라, 분석 시행 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와 그렇지 않은 변수

들의 효과 크기를 고려하여 각 개인별 그룹에 속할 확률값을 계산해 

주게 된다. 그룹 개수에 대한 모형 적합도 비교는 베이지안 정보 척도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를 통해 시행되며, 그 값이 작을수록 적

합하다고 판정한다[23]. 

잠재계층분석에 따른 공복혈당 그룹

본 연구에서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9년간 매년 건강검진을 받

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공복혈당 수치에 로그를 취한 값으로 중도절

단모형을 통한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하였고, 각각의 상이한 궤적을 통

해 적합한 그룹화를 시행한 결과 BIC값이 가장 작은 4개의 그룹으로 

대상자를 분류하였다. 4개로 분류된 그룹 별로 2002년에서 2010년까지

의 공복혈당 궤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 후 각각의 그룹명을 부여하

였다. 2002년 83.8 mg/dL에서 2010년 88.7 mg/dL로 80-90 mg/dL 수준

에 머물러 있던 그룹은 ‘Low-stable’로, 2002년 95.4 mg/dL에서 2010년 

99.3 mg/dL로 91-100 mg/dL 수준에 머물러 있던 그룹을 ‘Moderate-sta-

ble’로, 2002년 109.4 mg/dL에서 2010년 125.9 mg/dL로 이상혈당증 범위

였으며, 9년 동안 약간 증가(16.5 mg/dL)한 그룹을 ‘Elevated-upward’, 

2002년 150.3 mg/dL에서 2010년 179.9 mg/dL로 당뇨병 범위였으며, 9년

동안 크게 증가(29.6 mg/dL)한 그룹은 ‘High-upward’이라 명명하였다.

통계분석방법

잠재계층분석 시행 결과로 그룹화된 각 공복혈당 그룹별 일반적 특

성을 파악하였으며, 9년간의 공복혈당 궤적 추세 특성에 따른 십 만 

인 년당 심장병 발생률과 심장병 발생에 대한 비교위험도 분석을 하였

다. 또한 혼란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콕스비례위험모형(Cox propor-

tional hazard model)을 통해 심장병 발생 위험도를 추정하였으며, 연구

대상 집단 표본크기(sample size)에 대한 콕스비례위험모형 가정이 만

족하는지 검토하였다. 분석도구로는 SAS 9.2 프로그램(SAS Institute, 

Cary, NC, USA)을 사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p-value 0.05미만을 

기준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13,829명의 최종 분석 대상 중 남자가 여자보다 월등히 많았는데, 9

년간 매년 검진을 받은 자를 기준으로 하여 자격 DB의 연령 그룹 변수

와 성별 변수를 취한 결과, 이와 같이 매년 검진을 받은 검진 DB의 대

상자 대부분은 남자였다. 전체 연구대상자의 연령대에서 20대와 30대

가 각각 39.6%, 39.5%로 가장 많았으며, 남자에서는 20대(40.2%)가, 여

자에서는 30대(37.2%)가 가장 많았다. 연구 대상자의 평균 공복혈당 수

치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높았다(Table 1).

중도절단모형을 통하여 연구대상자들에 대하여 2002년부터 2010년

까지의 9년간 공복혈당 수치에 로그를 취한 값에 대한 잠재계층분석

을 실시하였다. 잠재계층분석 결과 각 그룹에 대한 확률은 모두 p-val-

ue 0.0001 미만으로 통계적인 적합 수준을 만족하였으며, 그룹 개수에 

대한 BIC최소값은 63,348.8로 최종4개 그룹으로 대상자를 그룹화 하

였다. 전체 연구대상자에 대한 각 그룹별 비율은 ‘Low-stable’ 47.9% 

(n = 6,670), ‘Moderate-stable’ 44.1% (n = 6,087), ‘Elevated upward’ 6.7% 

(n =189), ‘High-upward’14% (n = 883)이었다(Figure 2).

Table 2는 잠재계층분석을 통한 공복혈당 그룹별 일반적 특성을 보

여주고 있다. 4개 그룹 중 ‘Low-stable’그룹에서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

았고 가장 젊은 그룹이었으며, 심장병과 고혈압 가족력을 지닌 대상자 

비율은 가장 높았다. 반면에 ‘High-upward’그룹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고 30대 연령의 대상자가 가장 많았으며, 체질량지수 25 이

상의 비율이 약 58%에 달하였으나, 심장병과 고혈압 가족력을 지닌 대

상자 비율은 가장 낮았다.

본 연구대상자 전체 평균 추적기간은 6.4년이었고, 2010년 인구를 표

준인구로 하였을 때, 각 그룹별 심장병에 대한 10만 명당 발생률은 ‘El-

evated-upward’ 그룹이 가장 높았다(Table 3, Figure 3). Table 3은 공복

혈당 궤적에 따른 그룹별 심장병 발생 위험도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Low-stable’ 그룹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모형1에서는 ‘Moderate-

Figure 1. Basic assumptions of group based trajectory model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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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연령대 자체가 다소 젊은 편인 것을 감안할 때, 만성질환 발생에 

대한 위험도를 산출하기에는 젊은 대상자들에 대한 9년의 단기 추적

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결과로 반영되어 나타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2002년부터 당뇨병 수준의 공복혈당 수치를 지닌 대상자들은 그

만큼 심장병 및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에 대한 내재적 위험이 상당할 

것이고, 따라서 꾸준한 건강관리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당뇨 전 단

계에서 중요한 예방책으로는 생활습관의 변화, 특히 체중 감소와 운동

량을 늘리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따라서 그러한 효과의 반영으로 

인해 ‘High-upward’ 그룹의 결과에서는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25]. 이와 더불어, 공복혈당과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 관련

된 이전의 한 연구에서 당뇨병 유병 상태인 대상자들 보다는 당뇨병 

유병 상태는 아니나 비교적 높은 수준의 공복혈당 수준을 보인 대상

자들에서 심장병 관련 사망에 대한 비교위험도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26], 본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 점에서, 대표성을 지닌 

비교적 젊은 코호트 자료를 이용하여, 잠재계층분석을 통한 9년의 짧

은 추적기간 동안의 공복혈당 변화에 따른 심장병 발생 위험 추정을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자체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 

익히 알려진 당뇨병과 심장병의 관련성 이외에 당뇨 전 단계와 심장

병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지금껏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2010

년에 시행된 한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20개의 연구에 대해 고정효과

로 결합된 결과를 추정하였을 때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바 있다[27]. 이

러한 이전 연구 결과들에 비추어, 당뇨 전 단계에서의 심장병 위험에 

대한 중요성을 시사하는데 본 연구의 결과 또한 도움이 될 것을 기대

하는 바이다. 우리나라의 당뇨병 유병률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05년

부터 꾸준히 약 9%를 유지하다가 지난 2013년 11.0%, 2014년 10.2%로 

약 1-2% 증가하였다. 만 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은 전체 11.1%, 공복혈

당장애 유병률에서는 전체 25.0%였으며, 성별로 구분해 보았을 때 남

자 30.0%, 여자 20.1%로 남자가 더 높았다[17,28,29]. 이처럼 세계적인 당

뇨병 및 당뇨 전 단계 유병률 증가 추세와 더불어 우리나라 또한 증가 

stable’ 그룹이 1.3배, ‘Elevated upward’그룹은 2.1배, ‘High-upward’ 그

룹에서는 2.2배로 심장병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p for trend 

< 0.0001). 연령과 성을 보정한 모형2에서는 ‘Low-stable’ 그룹에 비해 

‘Moderate-stable’ 그룹은 1.1배, ‘Elevated upward’ 그룹은 1.6배, ‘High-

upward’ 그룹에서는 1.6 배 심장병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흡

연 상태, 체질량지수, 수축기 혈압, 총 콜레스테롤 변수와 심장질환, 뇌

졸중, 고혈압 및 당뇨병에 대한 가족력을 추가 보정한 모형3에서는 

‘Low-stable’ 그룹에 비해 ‘Elevated upward’ 그룹만 심장병에 대한 발

생 위험도가 1.2배 유의하게 높았다. 

고 찰

2002년 109.4 mg/dL에서 2013년 125.9 mg/dl로 이상혈당증 범위였으

며, 9년동안 약간의 증가를 보였던 ‘Elevated upward’ 그룹에서 심장병 

발생 위험이 가장 높았다. 

2002년부터 공복혈당이 당뇨병 수준이었다가 9년 동안 계속해서 크

게 증가하였던 ‘High-upward’ 그룹에서는 심장병 발생 위험과 관련성

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 자료 대상자

Table 1.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by sex (n=13,829)

Men 
(n=11,830)

Women 
(n=1,999) p-value

n (%)

Age (y)
20-29 4760 (40.2) 723 (36.2) <0.000
30-39 4717 (40.1) 743 (37.2)
40-49 2129 (18.0) 503 (25.2)
≥50 200 (1.7) 30 (1.5)

Body mass index (BMI, kg/m2)
BMI≤18.5 293 (2.5) 144 (7.2) <0.000
18.5<BMI<23 4840 (40.9) 1123 (56.2)
23≤BMI<25 3271 (27.7) 371 (18.6)
25≤BMI<30 3209 (27.1) 341 (17.1)
32≤BMI 217 (1.8) 20 (1.0)

Family history
Chronic heart disease 
   (n=12,138)

355 (3.0) 70 (3.5) 0.469

Cerebrovascular disease 
   (n=12,165)

567 (4.8) 92 (4.6) 0.923

Hypertension (n=12,166) 735 (6.2) 153 (7.7) 0.049
Type 2 diabetes (n=12,172) 782 (6.6) 133 (6.7) 0.981

Mean±SD
Fasting blood sugar (mg/dL) 92.1±20.5 87.9±15.0 <0.000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123.8±13.8 116.6±13.8 <0.000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78.9±10.0 74.2±10.0 <0.000
Total cholesterol (mg/dL) 192.0±35.1 184.1±33.2 <0.000

SD, standard deviation.

Figure 2. Change in log FBS levels during 9 years by trajectory groups. FBS, 
fasting blood su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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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percents 47.9 44.1 6.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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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according to fasting blood sugar trajectories at baseline and 9 years (n=13,829)

Low-stable Moderate-stable Elevated-upward High-upward 
p-value

n (%)

Age (y)
20-29 3,207 (48.1) 2,380 (34.4) 151 (17.1) 31 (16.4) <0.000
30-39 2,380 (35.7) 2,591 (42.6) 422 (47.8) 91 (48.2)
40-49 994 (14.9) 1,294 (21.3) 285 (32.3) 59 (31.2)
≥50 89 (1.3) 108 (1.8) 25 (2.8) 8 (4.2)
Sex (women) 1,367 (20.5) 566 (9.3) 56 (6.3) 10 (5.3) <0.000
Body mass index (BMI, kg/m2)

At baseline 
BMI ≤18.5 291 (4.4) 140 (2.3) 5 (0.6) 1 (0.5) <0.000
18.5<BMI<23 3,249 (48.7) 2,443 (40.1) 231 (26.2) 40 (21.2)
23≤BMI<25 1,626 (24.4) 1,734 (28.5) 243 (27.5) 39 (20.6)
25≤BMI<30 1,429 (21.4) 1,664 (27.3) 361 (40.9) 96 (50.8)
30≤BMI 75 (1.1) 106 (1.7) 43 (4.9) 13 (6.9)

At endline
25≤BMI 1,864 (27.9) 2,142 (35.2) 396 (44.8) 80 (42.3) <0.000

Family history
Chronic heart disease (n=12,138) 213 (3.2) 186 (3.1) 22 (2.5) 4 (2.1) <0.000
Cerebrovascular disease (n=12,165) 303 (4.5) 308 (5.1) 40 (4.5) 8 (4.2) <0.000
Hypertension (n=12,166) 445 (6.7) 377 (6.2) 56 (6.3) 10 (5.3) <0.000
Type 2 diabetes (n=12,172) 418 (6.3) 388 (6.4) 93 (10.5) 16 (8.5) <0.000

Smoking status (n=12,029)
Never smoker 2,844 (42.6) 2,138 (35.1) 309 (35.0) 56 (29.6) <0.000
Current smoker 2,637 (39.5) 2,722 (44.7) 401 (45.4) 92 (48.7)
Former smoker 366 (5.5) 400 (6.6) 55 (6.2) 9 (4.8)

Drinking status ( per once)
Non drinker 2,076 (31.1) 1,442 (23.7) 206 (23.3) 45 (23.8) <0.000
Less than half a bottle of Soju 1,655 (24.8) 1,334 (21.9) 177 (20.1) 32 (16.9)
Half a bottle - a bottle of Soju 2,105 (31.6) 2,314 (38.0) 328 (37.2) 76 (40.2)
A bottle - 1.5 bottle of Soju 624 (9.4) 753 (12.4) 130 (14.7) 23 (12.2)
1.5 bottle - 2 bottle of Soju or more 210 (3.2) 244 (4.0) 42 (4.8) 13 (6.9)

Regular exercise (per a wk) (n=13,395)
No exercise 3,088 (46.3) 2,623 (43.1) 369 (41.8) 81 (42.9) <0.000
1-2 days 2,270 (34.0) 2,215 (36.4) 337 (38.2) 57 (30.2)
3-4 days 713 (10.7) 684 (11.2) 102 (11.6) 21 (11.1)
5-6 days 146 (2.2) 124 (2.0) 16 (1.8) 3 (1.6)
Everyday 253 (3.8) 228 (3.8) 41 (4.6) 17 (9.0)

Mean±SD
Fasting blood sugar (mg/dL)

At baseline 83.8±11.0 95.4±16.9 109.4±24.54 150.3±69.4 <0.000
At endline 88.7±10.3 99.3±12.2 125.9±30.0 179.9±62.4 <0.000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At baseline 120.6±13.5 124.0±13.8 129.0±15.6 131.1±15.5 <0.000
At endline 120.9±12.6 124.6±13.0 127.6±12.9 128.7±14.9 <0.000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At baseline 76.8±9.9 79.0±9.9 82.7±11.0 84.7±11.0 <0.000
 At endline 76.6±9.1 78.7±9.3 80.7±9.1 80.8±9.6 <0.000

Total cholesterol (mg/dL)
At baseline 186.8±34.1 192.8±34.6 203.0±37.2 213.2±36.8 <0.000
At endline 195.1±33.5 198.5±34.6 198.9±39.1 195.2±40.8 <0.000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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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이다. 최근 한 관련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기준 국내 당뇨병 및 당

뇨 전 단계 유병자수는 1천 2백 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증가 추세는 노인인구 증가와 성인 초기 공복혈당장애의 유병

자수 증가로 인해 계속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30-40대의 연령대

에서 당뇨병에 대해 매우 낮은 인지율과 치료율을 보이고 있어, 초기 

성인기에 제때 치료를 하지 못한 공복혈당장애가 중년기에 접어들어 

당뇨병 및 각종 만성질환으로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30].

당뇨병과 심혈관질환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기존 연구의, 병태생리

학적 관점에서 보면, 당뇨로 인한 만성적인 고혈당, 과도한 유리지방산

의 분비,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등의 비정상적인 대사상태는 혈관내피

세포 내의 대사 이상을 초래하게 되어, 내피세포의 기능 저하, 혈관의 

과도한 수축, 염증의 증가 및 지속으로 인해 이상지질혈증을 일으킨다. 

이는 결국 혈관 내 혈전이 생기기 쉬운 상태로 진행하게 되어 심혈관

질환과는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31]. 

당뇨병 유병률은 남녀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띄

는데,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식습관 및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성질환 발생의 패턴 변화로 인해 젊은 연령에서의 당뇨병 발생

률이 증가하고 있다[15-17].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 자료를 이용하여, 비교적 젊

은 연령의 대상자들에 대해 이루어진 연구로서 갖는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장점으로는 먼저, 장기간의 전 국민 전향적 코호트 연구 

또는 중재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인 공단 표본 

코호트 DB를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으며, 전국민이 곧 가입 대상자가 되기에 국

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내역, 검진결과, 거주지 및 보험료, 요양기관

정보 등을 바탕으로 층화계통추출 방법을 통해 구축된 국민건강보험

공단 표본 코호트 자료는 전국민 건강정보를 대표하는 자료라 할 수 

Table 3. Hazard ratios (95% CI) for risk of CVD according to FBS group by trajectory (n=13,829)

No. of 
persons

No. of CVD
 incidences

Person years, 
follow-up

Age-adjusted 
rate

FBS (mmHg) Model 1 Model 2 Model 3

At baseline At endline HR (95% CI) HR (95% CI) HR (95% CI)

Low-stable 6,670 1,086 37,297.2 5,296.2 83.8±11.0 88.7±10.3 1.0 1.0 1.0
Moderate-stable 6,087 1,326 43,401.1 6,292.6 95.4±16.9 99.3±12.2 1.3 (1.2-1.4) 1.1 (1.0-1.2) 1.0 (0.9-1.1)
Elevated-upward 883 309 1,765.1 8,047.9 109.4±24.5 125.9±30.0 2.1 (1.8-2.3) 1.6 (1.4-1.8) 1.2 (1.1-1.4)
High-upward 189 67 409.9 5,326.6 150.3±69.4 179.9±62.4 2.2 (1.7-2.8) 1.6 (1.3-2.1) 1.0 (0.8-1.3)

CI, confidence interval; CVD, cardiovascular disease; FBS, fasting blood sugar; HR, hazard ratio.
Model 1: Uunadjusted, Model 2: Adjusted for age and sex, Model 3: Adjusted for age, sex, current smoker, body mass index, systolic blood pressure, total 
cholesterol and family history for cardiovascular disease.

Figure 3. Age standardized rate (per 100,000 person-year) and number of CVD incidence by trajectory groups. CVD, cardiovascular disease. Age-adjusted 
death rate per 100,000 person-years using the 2010 standard population (Statistic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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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자료를 활용한 연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전국민 건강정

보의 대표성을 지닌 자료를 활용하여 잠재계층분석을 통한 연구 모형

을 적용한 연구라는 점을 장점으로 우선 꼽을 수 있다. 또한, 데이터 특

유의 개별적 또는 분리적인 구조에 따라 자격 DB로부터 추출된 표본 

중 2002년 건강검진 수검자를 기준으로 하여 9년간의 코호트를 새롭

게 구축하여 연구하였다는 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변수의 시간에 따

른 추세와 연구 대상 인구집단의 크기를 고려하여 통계적으로 적절히 

그룹화 시켜주는 집단중심추세모형방법론을 적용하여, 9년간의 공복

혈당 변화에 따른 심장병 발생 위험도를 추정하는 새로운 시도를 한 

것 또한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집단중심추세모형방법론을 이용하여, 

장기간의 공복 혈당 추적 관리 기간 동안의 특유의 변화 양상을 파악

하여 질병 발생 이전에 예방적 대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실제 심장

병 발생 양상 또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를 파악하는 단계로 까지 

나아간다면, 질병 예측 측면에서도 좋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

이라 사료된다. 집단중심추세모형방법론을 역학연구에 적용한 이전의 

사례들에서는 주로 일부 연령대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한 시점만을 기

준으로 하여 일정 기간의 궤적에 따른 그룹화를 시행하고, 각 그룹별 

질병 관련 지표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면[32-34], 본 연구에서는 20

대 이상 전 연령의 연구대상자에서 코호트 전체 기간 동안의 공복혈당 

궤적에 따른 그룹별 심장병 발생 위험도를 추정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연구에 있어 몇 가지 제한점 또한 있는데, 첫째, 코호트 전체 

기간이 모두 잠재계층분석에 이용되어 추적 기간 동안 중도 탈락한 

자, 사망한 자 없이 9년간 매년 건강검진을 받은 생존자에 한하여 진행

된 연구라는 가장 큰 취약점이 있다. 둘째, 연구를 위한 코호트 구축 

시 처방전 데이터까지 수렴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약 복용력을 고려하

지 못하였다는 연구의 제한점 또한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이 공복

혈당 값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당뇨병 치료제 복용 여부를 고

려하지 못한 이유로 당뇨병 수준의 공복혈당 수치를 지니고 있던 대상

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인 건강관리의 목적으로 치료나 약 

복용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한 점이 본 연구의 ‘High-ward’

그룹의 결과에서 드러나 꾸준히 공복혈당 수치가 증가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심장병 발생 위험과의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

해 조심스럽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심장병을 기

전 별로 세분화하였을 때, 대상자 및 발생자 수의 부족으로 인해 세분

화된 위험도 추정이 곤란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심장병 기전 별 위험

도 분석이 반영되고 다양한 연령대를 아우르는 더욱 세밀하고 보다 확

장된 연구를 위해 대규모 코호트 자료를 통한 공복혈당 변화와 심장

병 발생과의 관련성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 자료를 활용한 본 연구

에서, 공복혈당이 9년동안 이상혈당증 수준이었으며, 지속적으로 약

간의 증가를 보인 20세 이상 성인에서의 심장병 발생 위험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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