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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당뇨병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

시아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 우리나라의 주요 사망 원인 5

위에 해당되는 질병부담이 높은 질환인데, 2050년도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 수는 2010년 기준 183% 증가한 약 600만 명으로 현재의 약 2배 정

도 증가가 예상된다[2]. 당뇨병의 진행 단계 중 정상혈당과 당뇨병 사이

의 중간 위험 단계를 당뇨병전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당뇨병으로 발

병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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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s: The family history of type 2 diabetes is a major risk factor of impaired fasting glucose in general adults and more effort is needed for 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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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3].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30세 이상 성인을 기준으로 당뇨병은 

10.5%이었으며, 당뇨병전단계는 공복혈당을 기준으로 19.3%이었는데

[4], 집단의 특성과 당뇨병전단계의 정의에 따라 다르지만 연간 약 

5-10%의 당뇨병 전단계 환자에서 당뇨병이 발생하고[5-7], 당뇨병이 발

생할 위험이 정상인보다 5-17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8,9]. 이에 미

국 당뇨병학회(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ADA)에서는 당뇨병전

단계에서 5-10%의 체중감량 및 하루 30분 이상의 규칙적인 신체활동

을 권고하고 있으며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메트포르민(metformin)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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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치료도 권하고 있다. 당뇨병 전단계에서의 식습관 개선 및 신체활동, 

약물치료가 당뇨병으로의 진행을 늦추거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다[7,10-12].

당뇨병이나 당뇨병전단계를 공복혈당, 식후 혈당, 당화혈색소를 측

정하여 정의하는데, 이들 지표는 당뇨병의 병태생리학적 요인을 공유

하지만 서로 다른 기전을 나타낸다[7]. 한국에서는 당화혈색소 5.7-

6.4%를 당뇨병전단계의 기준에 추가하면 공복혈당만을 기준으로 하

였을 때에 비해 약 20%의 인구가 당뇨병전단계로 추가되기도 하며[4], 

독일의 다기관 임상연구에서는 공복혈당장애를 가진 환자, 내당능장

애를 가진 환자, 두 가지를 모두 가진 환자에 대해 당뇨병가족력의 승

산비(odds ratio)가 1.37, 1.25, 1.64로 정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13]. 또

한 젊은 비만 인구에서는 공복혈당이 당뇨병전단계를 측정하기에 적

합하지 않다고 보기도 한다[14].

2010년 한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서 당뇨병가족력은 공복혈

당 외에도 허리둘레, 중성지방과 같은 대사증후군의 요소들도 증가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15]. 또한 당뇨병가족력과 공복혈당과의 관련성

이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나기도 하는데, 앞서의 독일 연구에서는 체질량지수 30 이상의 비만

인구에서는 가족력과 당뇨병전단계의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기도 하였

다[13]. 하지만 멕시코 소아대상의 연구에서는 당뇨병가족력의 공복혈

당장애에 대한 승산비가 11.7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연령, 성별, 

비만 보정 후에도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타났다[16]. 유럽의 Interact 

study에서는 당뇨병가족력이 당뇨병 발병에 미치는 영향에서 생활습

관, 체질량지수, 인체측정자료(혈압, 허리둘레 등), 당뇨병 특이 유전자

와 같은 위험요소가 설명하는 부분은 13% 정도로 나타났으나[17], 미

국 여성에 대한 The Nurses’ Health Study에서는 비만이 당뇨병 가족력

이 당뇨병 발병에 미치는 영향의 약 21% 정도를 설명하였다[18]. 

본 연구는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정상 성인을 

대상으로 당뇨병전단계의 유병과 당뇨병가족력과의 관련성을 알아보

고자 하였다. 당뇨병전단계는 공복혈당을 기준으로 유병률을 산출하

였으며, 당뇨병가족력과의 관련성과 함께 성별, 나이, 흡연, 음주, 비만,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의 영향도 함께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전국 규모의 건강 및 영양조사인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제

6기 1차년도인 2013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

체 8,01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9-69세의 성인 5,185명 중 당뇨병 대

상자(당뇨병 의사 진단자, 공복혈당장애 126 mg/dL 이상, 당화혈색소 

6.5% 이상), 당뇨병가족력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자 및 무응답자 등 

결측값을 제외한 총 3,561명을 최종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변수

종속변수는 한국당뇨병학회 진료지침[19]에서는 공복혈당과 식후 2

시간 혈당을 기준으로 공복혈당과 내당능장애를 당뇨병전단계로 정

의하고 있으나, 최근 당화혈색소 5.7-6.4%에서도 추가로 당뇨병 전단계

로 보기도 하며 기존 공복혈당장애나 내당능장애 만큼이나 당뇨병 위

험에 기여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국내 연구결과에서도 당뇨병전단

계의 기준으로 사용하기도 한다[4].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서는 공

복혈당과 당화혈색소를 측정하고 있는데 두 지표가 당뇨병의 진행단

계에서 서로 다른 생리기전을 나타냄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당뇨

병가족력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상대적으로 현재까

지 연구가 많이 진행된 공복혈당 100-125 mg/dL에 해당하는 공복혈당

장애를 당뇨병전단계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당뇨병은 유전 및 환경 요인이 함께 질병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인을 기준으로 구축한 당뇨병 예측모형에서는 연령, 가족

력, 흡연, 음주,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고혈압, 공복혈당, 콜레스테롤, 중

성지방, 당화혈색소가 당뇨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20,21]. 독립변수는 위 연구들에 포함된 변수들과 한국당뇨병학회 

진료지침[19]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인자에 근거하여 

이번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구할 수 있는 

변수들인 인구 사회학적 특성, 당뇨병 가족력, 흡연, 음주, 체질량지수,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을 변수로 선정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

별과 연령으로 구하였고 당뇨병가족력은 부, 모, 형제자매 중 한 명이

라도 당뇨병이 있는 대상자를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흡연

은 현재 흡연여부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음주는 최근 1년간 월 1회이

상의 음주를 기준으로 하엿다. 체질량지수를 기준으로 기존 연구를 

참조하여 체질량지수 23 kg/m² 미만, 23-25 kg/m², 25-30 kg/m², 30 kg/

m² 이상인 군으로 구분하였다. 고혈압은 수축기혈압 140 mmHg 이상

이거나 이완기혈압이 90 mmHg 이상 또는 혈압강하제를 복용한 유무

를 기준으로 하였고, 이상지질혈증은 총 콜레스테롤이 240 mg/dL 이

상이거나, HDL 콜레스테롤이 40 mg/dL 미만 또는 중성지방이 200 

mg/dL 이상이거나 현재 이상지질혈증으로 약물을 복용 중인 사람을 

이상지질혈증으로 분류하였다[19]. 

자료 분석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당뇨병전단계와의 관련성, 당뇨병가족력

과 당뇨병전단계와의 관련성은 교차분석을 실시하고 카이제곱분석을 

통해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당뇨병전단계를 종속변수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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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mpaired fasting glucose and related factors    

Variables Total (n=3,561) Normal (n=2,816) IFG (n=745) p-value

Age (y) 43.22±13.17 41.60±13.20 49.40±11.30 <0.001
Sex <0.001

Male 1,494 (42.0) 1,087 (38.6) 407 (54.6)
Female 2,067 (58.0) 1,729 (61.4) 338 (45.4)

Smoke 0.008
No 2,818 (79.1) 2,255 (80.1) 563 (75.6)
Yes 743 (20.9) 561 (19.9) 182 (24.4)

Drink <0.001
No 1,452 (40.8) 1,199 (42.6) 253 (34.0)
Yes 2,109 (59.2) 1,617 (57.4) 492 (66.0)

BMI <0.001
<23 1,682 (47.2) 1,470 (52.2) 212 (28.5)
23-25 821 (23.1) 632 (22.4) 189 (25.4)
25-30 936 (26.3) 632 (22.4) 304 (40.8)
≥30 122 (3.4) 82 (2.9) 40 (5.4)

Hypertension <0.001
No 2,897 (81.4) 2,404 (85.4) 493 (66.2)
Yes 664 (18.6) 412 (14.6) 252 (33.8)

Dyslipidemia <0.001
No 2,326 (65.3) 1,949 (98.5) 377 (95.8)
Yes 1,235 (34.7) 867 (1.5) 368 (4.2)

Total 3,561 (100.0) 2,816 (79.1) 745 (20.9)

Unit: mean±standard deviation; n (%).    
IFG, impaired fasting glucose; BMI, body mass index.   

당뇨병가족력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였

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흡연, 음주,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과체중

을 단계적으로 모형에 넣어 분석하였다. 모든 자료의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였으며, 통계적 검정의 

유의수준은 양측검정 0.05로 판단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는 총 3,561명으로 평균연령은 43.22세이었으며, 남자 

1,494명(42.0%), 여자 2,067명(58.0%)이었다. 

공복혈당장애를 가진 사람은 745명(20.9%)이었으며, 공복혈당장애

와 위험요인과의 관련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평균연령은 정상군에

서 41.60세, 공복혈당장애군에서 49.40세로 공복혈당장애가 있는 군에

서 높았으며(p< 0.001), 정상군에서는 여성이 61.4%이나 공복혈당장애 

군에서는 45.4%로 남성 비율이 오히려 더 높았다(p< 0.001). 흡연율은 

정상군에서 19.9%, 공복혈당장애 군에서 24.4% (p = 0.008), 월간 음주

율은 정상군 57.4%, 공복혈당장애 군 66.0%로 공복혈당장애 군에서 더 

높았다(p< 0.001). 정상군의 체질량지수는 23 미만, 23-25, 25-30, 30 이

상인 군이 각각 52.2%, 22.4%, 22.4%, 2.9%였으나, 공복혈당장애 군에서

는 28.5%, 25.4%, 40.8%, 5.4%로 체질량지수가 더 높아졌다(p< 0.001). 고

혈압 유병률은 정상군에서 14.6%였으나, 공복혈당장애 군에서 33.8%

로 높아졌고(p< 0.001), 이상지질혈증의 유병률도 정상군에서 1.5%에

서 공복혈당장애 군에서 4.2%로 높아졌다(p< 0.001) (Table 1).

당뇨병 가족력이 부, 모, 형제 중 한 사람이라도 있는 대상자는 685

명(19.2%)이었고, 부, 모, 형제 모두 가족력이 없는 경우는 2,876명

(80.8%)이었다.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당뇨병이 있는 경우 중 어머니만 

있는 경우가 328명(9.2%)으로 가장 높았다(Table 2).

Table 2. Diabetes family history distribution  

Diabetes family history 

n (%)

Family history (-) 2,876 (80.8)
Family history (+) 685 (19.2)
Father 306 (8.6)
Mother 328 (9.2)
Brothers & sisters 148 (4.2)
Father, mother 34 (1.0)
Father, brothers & sisters 28 (0.8)
Mother, brothers & sisters 47 (1.3)
Father, mother, brothers & sisters 12 (0.3)
Total 3,56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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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mpaired fasting glucose and Family history of diabetes 

Family history Normal IFG p-value

Diabetes family history in any 0.020
No 2,297 (79.9) 579 (20.1)
Yes 519 (75.8) 166 (24.2)

Diabetes family history in father 0.338
No 2,567 (78.9) 688 (21.1)
Yes 249 (81.4) 57 (18.6)

Diabetes family history in mother 0.067
No 2,570 (79.5) 663 (20.5)
Yes 246 (75.0) 82 (25.0)

Diabetes family history in brothers or sisters <0.001
No 2,719 (79.7) 694 (20.3)
Yes 97 (65.5) 51 (34.5)

Unit: n (%).   
IFG, impaired fasting glucose.   

당뇨병가족력과 공복혈당장애의 관련성은 Table 3에 제시하였다. 부

모나 형제·자매에서 당뇨병가족력이 없을 때는 579명(20.1%), 최소 한명

에서 가족력이 있을 때는 166명(24.2%)에서 공복혈당장애를 가지고 있

었으며, 가족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20). 가족 중 아버

지의 가족력이 없을 때에는 688명(21.1%), 있을 때에는 57명(18.6%)에서 

공복혈당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p = 0.338), 

어머니의 가족력이 없을 때에는 663명(20.5%), 가족력이 있을 때에는 

82명(25.0%)에서 공복혈당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067). 형제 ·자매에서 가족력이 없을 때에는 694명

(20.3%), 가족력이 있을 때에는 51명(34.5%)에서 공복혈당장애가 있었

으며, 형제·자매의 가족력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p< 0.001).

당뇨병 가족력의 공복혈당장애에 대한 승산비는 1.27이었는데, 본 

연구에서 당뇨병의 위험인자로 포함한 연령, 성별, 흡연, 음주, 체질량

지수,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을 보정하였을 때에도 오히려 승산비가 

1.39로 높아졌으며 최종 모형에서 공복혈당장애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0.05). 연구에서 포함된 위험인자들을 모두 

모형에 포함하였을 때, 연령 증가, 남성, 음주, 체질량지수 증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이 공복혈당장애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p< 0.05), 흡연유무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최

종 모형에서 연령의 승산비는 1.05로 연령 증가가 공복혈당장애에 유

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는 승산비가 0.70으로 여

성에서 유병이 낮았다. 음주의 승산비는 1.70으로 음주군에서 공복혈

당장애가 많았다. 체질량지수 23 미만인 군에 비해 23-25, 25-30, 30 이

상인 군에서 각각 승상비가 1.56, 2.44, 2.85이었으며, 고혈압, 이상지질

혈증의 공복혈당장애에 대한 승산비는 1.48, 1.36으로 모두 유의한 영

향을 미쳤다(Table 4).

고   찰

본 연구는 제6기 1차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당

뇨병전단계의 유병과 당뇨병가족력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당뇨병

이 아닌 19-69세 대상자 3,561명 중 공복혈당을 기준으로 745명(20.9%)

을 당뇨병전단계로 볼 수 있다. 당뇨병 가족력이 부, 모, 형제자매 중 한 

사람이라도 있는 대상자는 685명(19.2%)이었고, 혈당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알려진 연령, 성별, 흡연, 음주, 체질량지수,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을 보정하였을 때에도 당뇨병가족력이 당뇨병전단계의 위험을 높였다. 

본 연구에서는 20-60대의 공복혈당장애율이 약 21%이었지만, 2011

년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30세 이상 성인에서 공복혈당기준으로

는 당뇨병이 10.5%, 당뇨병전단계가 19.3%이었으나, 당화혈색소를 기준

으로 추가할 경우 당뇨병은 12.4%, 공복혈당장애는 38.3%로 증가하였

다[4]. 한국인 대상의 여러 연구에서 당화혈색소 5.5-5.7% 이상이 당뇨

병의 발생위험을 높일 수 있음이 밝혀져 있으며[20,22,23], 공복혈당장

애나 내당능장애의 경우 적절한 생활습관의 개선과 약물복용으로 당

뇨병 발생위험을 낮출 수 있음이 밝혀져 있으므로 당화혈색소에 의해

서 당뇨병전단계로 진단된 사람들에서도 생활습관의 개선이나 약물

복용이 당뇨병 발생이나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뇨병전단계에 대한 약물복용은 장기적인 효과의 크기에 대해서 명

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약물치료의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공복

혈당이나 당화혈색소의 수치에 따른 당뇨병 발생이나 당뇨병 합병증

의 위험 증가뿐 아니라 약물치료의 효과 크기, 장기적인 부작용에 대

해서도 함께 고려하여 치료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Framingham 연구[24]나 국내 3차 병원 외래환자를 대상으

로 한 연구[25]에서도 당뇨병가족력의 영향은 양쪽 부모 모두 당뇨병가



Impaired Fasting Glucose Rate by Diabetes Family History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http://www.e-jhis.org | 67

Table 4. The hierachical logistic model of impaired fasting glucose    

Model 1 Model 2 Model 3

OR (95% CI) OR (95% CI) OR (95% CI)

Diabetes family history in any (reference: no)
Yes 1.27 (1.04-1.54) 1.40 (1.14-1.71) 1.40 (1.13-1.73)

Age 1.05 (1.04-1.06) 1.05 (1.04-1.05)
Sex (reference: male)

Female - 0.49 (0.42-0.58) 0.70 (0.57-0.85)
Smoke (reference: no)

Yes 0.99 (0.79-1.24)
Drink (reference: no)

Yes 1.68 (1.38-2.05)
BMI (reference: <23)

23-25 1.56 (1.24-1.96)
25-30 2.44 (1.97-3.03)
≥30 - - 2.85 (1.83-4.39)

Hypertension (reference: no)
Yes - - 1.48 (1.20-1.81)

Dyslipidemia (reference: no)
Yes - - 1.36 (1.14-1.64)

Pseudo R2 0.0015 0.0788 0.1175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족력이 있을 때의 상대위험도는 부모 중 한 명만 가족력이 있을 때의 

상대위험도들을 더해서 구한 수치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Additive 

risk ratio model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오히려 두 명 이상의 

가족에서 당뇨병이 있을 때, 당뇨병전단계에 대한 위험이 오히려 유의

하지 않았다(odds ratio (95% CI), 1.30 (0.77-2.11), not presented in table). 

하지만 이는 우리 연구에서 당뇨병 환자를 제외하고 분석하였기 때문

에 가족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상자가 제외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당뇨병의 발병에 부모 중 어느 쪽의 영향이 더 큰가에 대해

서는 아직 논란이 있다. 어머니의 영향이 더 크다고 알려졌으나 최근의 

국내 연구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오기도 한다[25]. 어머니의 영

향이 더 큰 원인으로 남성의 낮은 수명으로 인한 회상 바이어스와 여

성에서 임신성 당뇨의 영향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유전적 영향이 아

닌 문화권에 따라 어머니의 생활습관이 아버지에 비해 더 크게 영향

을 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아버지는 유의하지 않고, 

어머니나 형제, 자매의 당뇨병 유병경험이 더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는

데,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가족력이 당뇨병 발병

에 미치는 영향에서 생활습관과 체질량지수와 같은 요소들의 매개효

과가 그리 크지 않은 것이 알려져 있으며, 당뇨병을 가진 가족의 젊은 

발병나이, 어머니 가족력과 같은 유전적 요소가 당뇨병 위험을 더 크

게 높였다[17]. 하지만 유전 요인과 환경 요인의 영향은 문화권과 집단

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당뇨병전단계에 대한 영향에서 당뇨병가족력보다 과

체중, 고혈압같은 만성질환의 관련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독일 

연구에서는 체질량지수 30 이상의 비만에서 당뇨병가족력과 공복혈

당장애의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기도 하지만[13], 만성질환의 당뇨병전

단계에 대한 영향은 집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13,16-18]. 당뇨병가족력

이 여러 만성질환에 미치는 영향은 인슐린 저항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데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병뿐 아니라,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만과 같

은 대사 이상에 공통된 기전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

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서도 대사증후군의 요소들이 당뇨병가

족력과 모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15]. 하지만 외국의 전향적 

연구에서 당뇨병 발생에 대해 당뇨병가족력이 미치는 영향에서 생활

습관,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등의 인체계측자료가 매개하는 부분이 많

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17,18], 당뇨병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비만,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심혈관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의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우선 단면연구로서, 혈압이나 지질대사 이상과 

같은 요소들과 혈당과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명확히 할 수 없다는 점이

다. 또한 당뇨병 전단계의 발생과 같은 부분을 분석할 수는 없었다. 또

한 부모의 당뇨병 발병시의 연령과 같이 조사되지 않은 변수와 심근경

색이나 뇌졸중과 같이 당뇨병의 알려진 위험요인이지만 유병자의 수

가 너무 적은 변수는 연구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대표성이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에서 당뇨병전단계의 유병과 당뇨병가족력과의 관련성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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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이 없는 사람 중 공복혈당장애는 약 21%이었으며, 당뇨병가족력

은 다른 만성질환의 영향을 고려하였을 때에도 당뇨병전단계와 관련

성이 나타났다. 당뇨병가족력은 일반 성인에서 당뇨병전단계의 중요한 

위험요인이며, 당뇨병가족력을 가진 사람은 당뇨병전단계를 조기 발견

하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 당뇨병전단계를 조기에 발

견하고 치료함으로써 당뇨병으로의 진행과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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