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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공복혈당장애는 공복 혈장의 혈당이 100 mg/dL 이상에서 126 mg/dL 

미만으로 정의된다[1]. 공복혈당장애는 제2형 당뇨병으로 발전할 위험

성이 높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공복혈당장애

를 조기 발견하여 식이, 신체 활동, 체중 조절과 같은 건강한 생활 습관

을 통하여 공복혈당장애가 당뇨병으로 진행하는 것을 늦추거나 막을 

수 있다[2,3]. 

비만은 제2형 당뇨병 발생의 가장 잘 알려진 위험인자이며, 최근 우

리나라도 비만형 당뇨병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48.6%)에 있지만 아직

성별, 체질량지수에 따른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이 공복혈당장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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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비비만형(body mass index 25 미만, BMI< 25) 당뇨병 발생률이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4].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인들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으로 즉, 서양인에 비해 상대적으

로 낮은 BMI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양인과 비교해 높은 수준

의 당뇨병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당뇨병 발생의 주요 위험인자인 

비만 이외에 다른 요인 또는 특성이 관여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

다[5,6]. 

이상지질혈증은 혈액 내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지단백

(low density lipoprotein, LDL)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거나, 고밀도지단

백(high density lipoprotein, HDL) 콜레스테롤 농도가 낮은 상태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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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이 중 낮은 HDL-콜레스테롤, 높은 중성지방, 높은 LDL-콜레

스테롤은 공복혈당장애와 함께 심혈관질환의 주요한 위험 요인이며 

심혈관질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7].

혈당과 지방대사의 관계 연구에서는 높아진 중성지방이 유리 지방

산을 발생시켜 염증을 일으키고, 이 염증이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

고 β-세포의 기능을 손상시켜 당뇨병을 발생시킨다고 하였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낮은 HDL-콜레스테롤이 항염증 활동을 줄이고 콜레스테

롤의 이동을 막아서 미세 환경을 변형시켜 인슐린 저항성과 β-세포 기

능의 손상을 가져 온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복잡한 과정들은 지

방과 혈당이 에너지대사에 있어 중요하고, 둘 다 간에 의해 조절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8,9].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은 심혈관질환의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알려

져 있는데, 당뇨병을 앓고 있는 많은 환자들이 이상지질혈증을 가지고 

있으며, 당뇨병 환자가 심혈관질환으로 발전하지 않게 관리하는 데 이

상지질혈증의 조절이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 지질

의 변화는 당뇨의 결과로서 일어난다는 것뿐만 아니라 당대사의 장애

로 인해 지질이 변화한다고 하였다[8,9].

비만 환자가 종종 낮은 혈청 HDL-콜레스테롤 수치와 관련이 있다

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10]. 비만 환자에서 낮은 HDL-콜레스테롤이 

관상동맥 심장질환에 대한 위험 요인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데, 이 연구에서는 비만 환자에서의 낮은 HDL-콜레스테롤이 직접적

으로 발생하였을 수도 있고, 관상동맥 심장질환의 발생과 관련하여 

HDL-콜레스테롤이 낮아졌을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11].

한편, 선행연구에 의하면 저 농도의 장기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persistent organic pollutant, POPs)의 폭로는 비만보다 더 강력한 당뇨

병의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는데[12], 이 잔류성유기염물질의 체내농도

가 HDL-콜레스테롤과 반비례한다는 연구가 있다[13].

요컨대, 높은 체질량지수는 공복혈당장애의 가장 큰 위험요인이지

만 정상의 체질량지수를 가진 사람들에서도 공복혈당장애가 발생하

고 있고, 공복혈당장애의 경우 낮은 HDL-콜레스테롤이 동반되는 경

우가 많으므로 체중과 낮은 HDL-콜레스테롤이 공복혈당장애 발생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당뇨병 전 단계인 공복혈당장애를 변수로 선정하였

는데 그 이유는 이미 당뇨병에 이환된 환자의 경우는 운동, 식이조절 

등의 건강행태변화와 함께 체질량지수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

에 비뚤림(bias)의 위험을 줄이고자 함이다. 또한 공복혈당장애에 영향

을 주는 나이, 열량섭취, 지방섭취, 흡연, 음주, 운동, 교육수준, 소득, 고

혈압 등[14]의 변수는 HDL-콜레스테롤의 순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보

정하기 위한 변수로 선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15]를 이용하여 우

리나라 40-59세의 중년을 대상으로 비만체중과 정상체중에서 공복혈

당장애의 발생에 HDL-콜레스테롤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공

복혈당장애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제7기 1차년도)의 총 조사대상자 10,806

명 중에서 건강 설문조사, 검진조사, 영양조사에 참여한 8,150명 중 당

뇨병이거나 공복혈당이 126 mg/dL 이상,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 임

신부를 제외한 40-59세 6,43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공복혈당장애 유무와 성별에 따라 나이, 열량섭취량, 지방섭취량, 체

질량지수, 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은 평균을, 현재 흡연, 음주, 운동

(중증도 이상), 교육(전문대졸 이상), 수입(하위 1/4), 고혈압은 빈도를 

비교하였다. 

공복혈당장애 여부는 당뇨 진단 기준에 따라 정상군은 공복혈당 

100 mg/dL 미만, 공복혈당장애군은 공복혈당 100-126 mg/dL 미만으

로 분류하였고, HDL-콜레스테롤치는 HDL-콜레스테롤 원자료 ×

1.010-3.172의 공식[15]에 의해 계산된 수치를 사용하였으며, HDL-콜레

스테롤치 정상 유무는 남성 40 mg/dL 이상, 여성 50 mg/dL 이상인 경

우 정상, 그 미만은 낮은 HDL-콜레스테롤군으로 분류하였고, BMI는 

정상 25 kg/m2 미만, 비만 25 kg/m2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자료 분석은 복합표본설계를 고려하여 분산추정층과 조사구군집 

및 건강 설문, 검진가중치를 반영하여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성별에 따라 공복혈당 정상군과 공복혈당 장애군으로 나누어 

백분율(표준오차), 평균±표준오차로 표시하였고, t-검정과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하였다. 체질량지수(정상군, 비만군)와 HDL-콜레스테롤치

(이상군, 정상군)에 따른 공복혈당장애 빈도는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하

였다. 체질량지수에 따른 낮은 HDL-콜레스테롤치와 공복혈당장애와

의 관계는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승산비(odds ratio, OR) 

(95% 신뢰구간, 95% confidence interval, 95% CI)로 나타냈다. 또한 연구

결과의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3-2016년도 결과를 연도별로 나타

냈다.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SPSS 23.0 (IBM Co.,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p< 0.05로 정의하였다.

연구 결과

나이, 체질량지수, 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은 남녀 모두 공복혈

당장애군에서 높았으며, 열량섭취는 여성에서 정상군이 더 높았으며, 

남성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지방섭취는 남녀 모두 정상군에서 더 높았

다. 현재흡연은 남녀 모두에서 차이가 없었으며, 음주는 남성에서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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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없었고, 여성에서는 정상군이 더 높았다. 중등도 이상 운동실천, 

전문대 이상 교육은 남녀 모두 정상군에서 더 높았고, 고혈압, 비만, 낮

은 콜레스테롤은 남녀 모두 공복혈당장애군에서 높았다. 하위 1/4의 

소득수준은 남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여성에서는 공복혈당

장애군에서 더 높았다(Table 1).

남성 전체에서 낮은 HDL-콜레스테롤군(<40 mg/dL)에서의 공복혈

당장애 빈도는 45.8%, 정상군에서는 33.4%로 낮은 HDL-콜레스테롤이 

공복혈당장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2.4%p, p< 0.001). 남성 

전체를 체질량지수에 따라 비만군과 정상군으로 층화시킬 경우 체질

량지수가 정상인 경우에서는 낮은 HDL-콜레스테롤의 유무에 따라 

공복혈당장애 빈도가 유의한 차이(14.0%p, p< 0.001)를 보이는 반면 비

만인 남성의 경우 낮은 HDL-콜레스테롤 유무에 따른 공복혈당장애

빈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4.7%p, p= 0.254). 

여성 전체에서 낮은 HDL-콜레스테롤군(< 50 mg/dL)의 공복혈당장

애 빈도는 38.2%, 정상군 19.8%로 낮은 HDL-콜레스테롤이 공복혈당

장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8.5%p, p< 0.001). 여성 전체를 

체질량지수에 따라 비만군과 정상군으로 층화시킬 경우 비만군은 낮

은 HDL-콜레스테롤의 유무에 따라 공복혈당장애 빈도가 유의한 차

이(13.5%p, p< 0.001)를 보였고, 체질량지수가 정상인 여성의 경우 낮은 

HDL-콜레스테롤 유무에 따른 공복혈당장애 빈도는 14.2%p (p< 0.001) 

차이가 났다. 

정상 체중 남성과 여성 전체에서 낮은 HDL-콜레스테롤 유무에 따

른 공복혈당장애 빈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2).

HDL-콜레스테롤 정상군에 비해 낮은 HDL-콜레스테롤군의 공복

혈당장애 위험도를 승산비로 나타낸 결과 남성에는 모형 1, 2, 3 모두에

서 전체와 체질량지수 정상군에서 낮은 HDL-콜레스테롤이 공복혈당

장애의 위험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만 남성의 

경우 낮은 HDL-콜레스테롤이 공복혈당장애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에서는 모형 1, 2, 3 모두에서 전체, 체질량지수 정상과 비만에서 

낮은 HDL-콜레스테롤이 공복혈당장애의 위험도를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질량지수 정상군(모형 3 OR, 1.82; 95% CI,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Male (n=2,858) Female (n=3,580)

Normal (n=1,713) IFG (n=1,145) p Normal (n=2,528) IFG (n=1,052) p

Age (y) 37.4±0.5 50.7±0.5 <0.001 40.8±0.5 55.0±0.7 <0.001
Daily energy intake (kcal) 2,433.3±30.9 2,048.5±39.3 0.621 1,734.1±18.2 1,584.1±25.1 <0.001
Fat intake (g) 62.7±1.3 55.8±1.8 0.002 43.3±0.7 32.2±0.9 <0.001
BMI (kg/m2) 23.6±1.0 25.3±0.1 <0.001 22.39±0.1 25.22±0.1 <0.001
HDL cholesterol (mg/dL) 90.6±0.2 120.1±1.2 <0.001 89.1±0.2 119.8±1.3 <0.001
Triglyceride (mg/dL) 141.5±5.4 195.7±6.2 <0.001 101.8±1.9 153.9±4.2 <0.001
Current smoker 35.1 (1.5) 35.3 (1.7) 0.920 5.7 (0.6) 5.7 (1.0) 0.971
Alcohol drinker 78.2 (1.2) 78.5 (1.5) 0.864 64.9 (1.1) 55.5 (1.7) <0.001
Exercise (≥moderate) 38.1 (1.7) 27.3 (1.7) 0.045 22.1 (0.1) 15.5 (0.1) <0.001
Education (≥college) 41.2 (1.6) 37.0 (2.0) 0.042 35.6 (1.3) 19.0 (1.4) <0.001
Income (lowest Q1) 12.7 (1.3) 15.7 (1.5) 0.065 14.2 (1.2) 27.1 (1.7) <0.001
Hypertension 12.5 (1.0) 33.3 (1.7) <0.001 11.8 (0.8) 36.0 (1.8) <0.001
BMI (≥25 kg/m2) 32.7 (1.4) 50.6 (1.7) <0.001 19.7 (1.0) 49.8 (1.8) <0.001
Low HDL cholesterol 21.4 (1.2) 31.7 (1.8) <0.001 31.4 (1.1) 53.4 (1.8) <0.00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error or % (standard error). 
IFG, impaired fasting glucose; Q1, lowest 1/4;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BMI, body mass index.

Table 2. Frequency of impaired fasting blood glucose by BMI and HDL cholesterol  

Group

Male Female

HDL-cholesterol HDL-cholesterol

≥40 mg/dL <40 mg/dL Difference (p) ≥50 mg/dL <50 mg/dL Difference (p)

BMI <25 26.9 (1.4) 40.9 (2.9) 14.0 (<0.001) 14.0 (1.0) 28.2 (1.6) 14.2 (<0.001)
BMI ≥25 45.5 (2.3) 50.2 (3.1) 4.7 (0.254) 40.9 (2.7) 54.4 (2.3) 13.5 (<0.001)
Total 33.4 (1.3) 45.8 (2.1) 12.4 (<0.001) 19.7 (1.1) 38.2 (1.4) 18.5 (<0.001)

Values are presented as % (standard error). Difference value are presented as %p.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BMI,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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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른 공복혈당정상군과 공복혈당장애군의 비교에서 나이, 

중등도 이상 운동실천, 교육수준, 소득수준, 고혈압, 비만 유무, 낮은 

HDL-콜레스테롤은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같은 양상을 보였다[16-18].

현재흡연은 남녀 모두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2014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19]의 결과와는 일치하였

다. 그러나 1개 대학병원의 건강검진 센터를 이용한 한국 성인 남성 

5,103명을 대상으로 흡연과 대사증후군의 관련성 연구[20]에서는 비흡

연자에 비해 과거흡연자와 현재흡연자가 각각 공복혈당장애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는 여성에서 공복혈당정상군에서 더 높았는데, 남녀 모두에서 

정상군과 공복혈당장애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선행연구

와 다르게 나타났다[19]. 

지방섭취량은 남녀 모두에서 정상군에 비해 공복혈당장애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는데, 이는 지방의 섭취 증가가 간의 지방량을 감소시킴

으로 간 인슐린(hepatic insulin) 민감도를 향상시켜서 공복혈당을 감소

시킨다는 Krats et al. [16]의 연구와 일치한다.

하루 열량섭취량은 남성은 별 차이가 없었고, 여성에서는 정상군이 

더 높았는데 이는 Onuoha et al. [17]의 연구에서 하루 섭취열량보다는 

균형 있는 열량섭취에 의해 공복혈당, 비만 등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상 체중 남성과 여성 전체에서 낮은 HDL-콜레스테롤의 유무에 

1.42-2.33)이 비만군(OR, 1.57; 95% CI, 1.14-2.17)에 비해 공복혈당장애

의 위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4는 모형 3에 체질량지수를 추가하여 보정한 결과로 남성에서

는 모든 군에서 낮은 HDL-콜레스테롤이 공복혈당장애의 위험도와 

관계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는 모든 군에서 위험도를 높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연구결과의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3-2016년 자료를 Table 3의 

모형 3과 같이 나타냈다. 2013년의 결과는 비만 남성을 제외한 모든 대

상에서 낮은 HDL-콜레스테롤이 공복혈당장애의 위험을 유의하게 높

이는 것으로 2016년도 자료와 일치하였으며, 2014년도는 전체 여성과 

비만인 여성에서 낮은 HDL-콜레스테롤이 공복혈당장애의 위험을 유

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5년도에는 정상 남성과, 비만인 남

성을 제외한 대상에서 낮은 HDL-콜레스테롤이 공복혈당장애의 위험

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고  찰

본 연구결과 공복혈당장애가 남성 36.5%, 여성 26.7% (가중치)로 나

타났으며, 이는 대한당뇨병학회의 Diabetes Fact sheet in Korea 2016 [4]

에서 제시한 남성 31.0%, 여성 19.7% (30세 이상)보다 높은데 이는 본 

연구에서는 나이를 40-59세로 제한했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3. Relation of HDL-cholesterol and impaired fasting blood glucose 
by BMI

Group Male Female

Model 1
   Low HDL cholesterol 1.71 (1.38-2.12) 2.50 (2.11-2.96)
   Low HDL cholesterol in BMI <25 1.88 (1.43-2.49) 2.41 (1.92-3.02)
   Low HDL cholesterol in BMI ≥25 1.21 (0.87-1.67) 1.73 (1.28-2.33)
Model 2
   Low HDL cholesterol 1.48 (1.16-1.89) 2.06 (1.71-2.47)
   Low HDL cholesterol in BMI <25 1.45 (1.08-1.96) 1.92 (1.50-2.44)
   Low HDL cholesterol in BMI ≥25 1.17 (0.81-1.98) 1.66 (1.21-2.27)
Model 3
   Low HDL cholesterol 1.45 (1.14-1.83) 1.99 (1.65-2.39)
   Low HDL cholesterol in BMI <25 1.47 (1.09-2.00) 1.82 (1.42-2.33)
   Low HDL cholesterol in BMI ≥25 1.10 (0.77-1.59) 1.57 (1.14-2.17)
Model 4
   Low HDL cholesterol 1.16 (0.91-1.47) 1.60 (1.32-1.93)
   Low HDL cholesterol in BMI <25 1.30 (0.95-1.78) 1.66 (1.29-2.13)
   Low HDL cholesterol in BMI ≥25 1.04 (0.72-1.48) 1.50 (1.09-2.08)

Values are presented as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BMI, body mass index. Reference is normal 
HDL-cholesterol group.
Model 1, unadjusted; Model 2, age adjusted; Model 3, age, smoke, drink, 
exercise adjusted; Model 4, age, smoke, drink, exercise, BMI adjusted.

Table 4. Relation of HDL-cholesterol and impaired fasting blood glucose 
by BMI according to year

Group Male Female

2016
   Low HDL cholesterol 1.45 (1.14-1.83) 1.99 (1.65-2.39)
   Low HDL cholesterol in BMI <25 1.47 (1.09-2.00) 1.82 (1.42-2.33)
   Low HDL cholesterol in BMI ≥25 1.10 (0.77-1.59) 1.57 (1.14-2.17)
2015
   Low HDL cholesterol 1.34 (1.05-1.71) 1.19 (1.51-2.44)
   Low HDL cholesterol in BMI <25 1.32 (0.89-1.96) 1.51 (1.10-2.08)
   Low HDL cholesterol in BMI ≥25 1.06 (0.75-1.51) 1.54 (1.07-2.22)
2014
   Low HDL cholesterol 1.01 (0.81-1.26) 1.62 (1.32-1.98)
   Low HDL cholesterol in BMI <25 0.89 (0.65-1.21) 1.17 (0.87-1.56)
   Low HDL cholesterol in BMI ≥25 0.89 (0.62-1.26) 2.08 (1.47-2.93)
2013
   Low HDL cholesterol 1.63 (1.31-2.03) 1.89 (1.57-2.27)
   Low HDL cholesterol in BMI <25 1.69 (1.21-2.37) 1.89 (1.50-2.39)
   Low HDL cholesterol in BMI ≥25 1.21 (0.85-1.71) 1.46 (1.07-1.99)

Values are presented as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BMI, body mass index.
Reference is normal HDL-cholesterol group.
Age, smoke, drink, exercise adju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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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공복혈당장애의 빈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비만 남성

에서는 낮은 HDL-콜레스테롤이 공복혈당장애에 큰 영향을 주지 않

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인 28,209명을 대상으로 한 제2형 

당뇨병의 예측인자로 공복혈당과 비만, 대사증후군을 본 종단연구의 

결과에서 정상체중, 비만체중 모두에서 혈당이 높을수록 연간 당뇨병

으로 전환되는 사람이 많았고, 특히 비만(≥ 30 kg/m2)인 남성에서 같은 

혈당 범주 내에서 정상(< 30 kg/m2)인 남성보다 당뇨병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21]. 이는 Table 2에 나타난 결과와 연결시켜 

보면 비만인 남성은 공복혈당장애가 다른 여러 요인들보다 비만의 영

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낮은 HDL-콜레스테롤군의 공복혈당장애 위험도를 체질량지수에 

따라 승산비로 나타낸 결과, 비만 남성을 제외하고 낮은 HDL-콜레스

테롤이 공복혈당장애의 위험도를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경우 비만군에 비해 정상군이 낮은 HDL-콜레스테롤이 

공복혈당장애의 위험도를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모형 3: 정상 

OR, 1.82, 비만 OR, 1.57). 이는 공복혈당장애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정

상체중인 남성과 모든 여성은 체중 조절과 HDL-콜레스테롤 조절을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고, 비만인 남성은 체중 조절을 우선으로 해야 

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복혈당장애에 영향을 주어 제시되었던 Table 1의 변수들을 모두 

보정한 경우의 결과가 모형 3과 유사하게 나왔으므로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체질량지수를 보정한 경우(모형 4), 체질량지수를 보정하기 전 남성

의 승산비는 1.45에서 보정 후 1.16으로 낮아지면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졌고, 여성에서는 1.99에서 체질량지수 보정 후 1.60으로 낮아지기

는 했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유지되었다. 이는 남성에서 공복혈당장애

는 체질량지수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성도 

공복혈당장애가 체질량지수의 영향을 받지만 이와 함께 낮은 HDL-

콜레스테롤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구결과의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3-2015년도 국민건강영양

조사 자료를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2014년을 제외하고 일관성 

있는 경향을 보였고 모든 결과에서 비만 남성의 경우 HDL-콜레스테

롤이 공복혈당장애에 주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12]에 의하면 저 농도의 장기간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폭

로는 비만보다 더 강력한 당뇨병의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13]는 이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농도가 HDL-콜레

스테롤과 반비례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대

표적인 물질인 PCB를 생산한 몬산토 화학회사의 본거지인 미국 앨라

배마주 애니스톤 거주자 연구[22]에서 HDL-콜레스테롤은 잔류성유

기오염물질의 농도와 관련이 없고, LDL-콜레스테롤이 관련이 있다는 

연구를 발표하면서 두 연구의 차이점으로 조사된 개체의 차이와 잔류

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한 조정의 차이를 들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단면연구의 특성상 공복혈당장애와 낮은 

HDL-콜레스테롤의 전후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둘째, 복합

표본설계를 고려하여 설문, 검진가중치를 반영하여 값들을 추정하였

는데, 제공되는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가중치를 사용하였으므로 추정값

에 비뚤림이 존재할 수 있다. 셋째, 공복혈당보다 당화혈색소가 당뇨병

을 더 잘 예측하고,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를 이용한 조합이 당뇨병을 

더 잘 예측한다는 연구[8]가 있다. 또한 HDL-콜레스테롤보다는 non 

HDL-콜레스테롤(총콜레스테롤-HDL콜레스테롤)이 당뇨병을 더 잘 

예측한다는 연구결과[7]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공복혈당과 

HDL-콜레스테롤치를 선택하여 분석을 했는데 이는 당화혈색소는 이

미 당뇨병에 이환된 환자들의 혈당관리를 위한 검사에 이용되므로 당

뇨병에 이환되기 전의 일반인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지표라는 점과, 

본 논문은 어느 지표가 당뇨병을 잘 예측한다는 비교 연구가 아니라

는 점 때문이다.  

비만 남성의 공복혈당장애는 낮은 HDL–콜레스테롤의 영향을 비교

적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공복혈당장애가 발생하면 당뇨병으로 발전될 확률이 높아지고, 당뇨

병으로의 발전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일반적으로는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한 체중 조절을 시도하게 되는데[2,3] 정상체중인 경우에는 

위의 방법과 함께 HDL-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것이 공복혈당을 낮추

는 방법이라 사료된다. 또한 비만 남성의 경우는 비만여성과 달리 공복

혈당장애에 HDL-콜레스테롤 영향보다 비만 그 자체의 영향을 더 많

이 받기 때문에 체질량지수 조절을 우선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40-59세의 중

년 6,438명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비만체중과 정상체중에서 공복혈

당장애의 발생에 낮은 HDL-콜레스테롤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비만 유무에 따라 낮은 HDL-콜레스테롤이 공복혈당장애에 주는 위

험도를 교차비로 나타낸 결과 비만 남성을 제외하고 낮은 HDL-콜레

스테롤이 공복혈당장애의 위험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경우 비만군에 비해 정상군에서 낮은 HDL-콜레스테롤

이 공복혈당장애의 위험을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만인 

남자를 제외하고는 공복혈당장애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체질량지수 

조절은 물론 HDL-콜레스테롤도 함께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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