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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초 록 

 

서론: 당뇨병 환자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당뇨병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당뇨병의 치료,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은 대상을 사전에 선별, 

관리하여 당뇨병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비만은 2형 당뇨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전세계적으로 비만 수준을 고려하여 2형 당뇨를 예측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2형 당뇨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비만의 특성을 정확히 

평가하려면 일정 시점에서의 비만 정도, 체내 지방의 분포와 더불어 체내 

지방량의 시간적 변동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비만 지표는 모두 일정 시점의 비만 수준만을 평가할 수 있었으며 

비만 형태의 변화는 설명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신비만 수준과 

복부비만 수준의 시간적 변동을 반영한 비만 지표를 개발하여 비만 수준과 

비만 변동에 따른 2형 당뇨 위험을 분석하고, 최적의 2형 당뇨 예측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방법: 원자료는 KoGES(Korea Genome and Epidemiology Study)의 

일환인 안산-안성 코호트의 기반조사(2001-2002)부터 6차 추적조사 

(2013-2014)까지의 조사자료이다. 기반조사 시점에 당뇨 기왕력이 없는 

40-69세의 대상자 6,696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비만 변동 지수(Obesity Variability Index; OVI)를 포함한 16종류의 독립 

변수를 이용하여 4종류의 예측모형을 설정하였고, C-index 값을 이용하여 

각 모형의 예측력을 평가하였다. 예측력이 가장 높은 모형을 최종 선정하여 

콕스 비례위험 회귀분석을 시행하고, 붓스트랩 추정으로 모형의 유효성을 

검정하였다. 본 연구의 예측모형과 한국인 대상 선행 연구의 예측모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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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력을 비교하고자, 본 연구의 분석 자료를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 

또는 콕스 비례위험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선행 연구를 재현하였다. 

 

결과: 연구 대상자 집단의 대상자 별 관찰기간의 총합은 58,390인년이며, 

총 당뇨 발생률은 1,000인년당 27.8건이었다. 비만 수준 지표인 BMI 

(body mass index), 허리 둘레, WHR(waist-hip ratio), LBSIZ(the z-

score of the log-transformed a body shape index) 값은 남녀 간에 

차이를 보였으며(𝑎𝑙𝑙 𝑝 < .001), 모든 값이 당뇨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𝑎𝑙𝑙 𝑝 < .001). OVI 값은 당뇨 환자군에서 높았으나(𝑝 < .001), 남녀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OVI는 다른 비만 수준 지표와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4종류의 예측모형 가운데 OVI와 BMI, 사회경제적 변수를 

포함한 모형의 C-index 값이 0.700(0.684-0.712)으로 가장 높아 최종 

모형으로 선정되었다. 당뇨 발병에 대한 OVI 변수의 표준편차당 위험비는 

2.31이었으며, BMI 변수의 표준편차당 위험비는 3.38이었다(𝑏𝑜𝑡ℎ 𝑝 < .001). 

선행 연구를 재현한 결과 기존 당뇨 예측모형의 예측력(0.636-0.647)은 

본 연구의 예측모형보다 낮았다. 

 

결론: 전신비만 수준과 복부비만 수준의 시간적 변동을 반영한 비만 지표인 

OVI는 기존 비만 변수의 한계를 보완하며, 2형 당뇨 위험을 예측하고 

위험군을 선별하는데 유용하다. OVI를 포함한 2형 당뇨 예측모형은 

현재까지 개발된 국내 2형 당뇨 예측모형보다 예측력이 높아 임상적으로 

유의하며 보건학적 가치를 지닌다. 

…………………………………………………………………………………………… 

주요어 : 당뇨병, 위험 예측, 비만 변화, 비만 변동 지수 

학  번 : 2017-2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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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당뇨병(Diabetes mellitus)은 완치가 어려우며 발병하면 지속적인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다(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2006). 당뇨병은 일반적으로 중년 이상의 연령대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Kim KS et al., 2008). 

전세계적으로 당뇨병 유병률은 인구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이로 미루어 보면 2035년경에는 당뇨병 

환자가 세계 인구의 55%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 보고되기도 하였다 

(Guariguata L et al., 2014).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국내 30세 이상 

성인의 당뇨병 유병률은 2007년 9.7%에서 2017년 12.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질병관리본부, 2019), 전국의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당뇨병 치료를 받는 환자 수 또한 해마다 증가하여 2018년에는 302만 

8128명에 달하였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  

당뇨병은 뇌혈관 질환, 심혈관계 질환, 안질환, 신장질환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는데, 이러한 당뇨병 합병증은 성인 당뇨병 환자에게서 

30% 이상의 높은 유병률을 보인다(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7). 당뇨병 합병증은 이환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당뇨병 치료제를 처방받는 

환자의 25.6%가 최초 치료제 처방일 이후 3년 이내에 당뇨병 합병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박찬미 등, 2011). 2050년에 노인 인구가 

국민의 35.9%에 달할 것이라 예측될 정도로(He W et al., 2016)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내 상황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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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유병률, 그리고 당뇨병 환자의 높은 합병증 이환율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멀지 않은 미래에 당뇨병 환자의 치료 및 관리에 소요되는 

개인적, 사회적 비용이 급증할 위험이 매우 높다. 따라서, 당뇨병으로 

인해서 국가와 가계에 급격하게 재정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은 개인 및 집단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선별, 관리하여 

당뇨병을 예방하는 정책 수립 및 제도 정비가 절실한 실정이다. 

당뇨병은 췌장의 베타 세포(β-cell)가 파괴되어 체내 인슐린 

(insulin) 생산이 저하됨으로써 절대적 인슐린 결핍 상태가 나타나는 

제1형과 체내 인슐린 저항성(insulin resistance)이 현저하게 높아져 

인슐린의 생산, 분비기능과 무관하게 상대적 인슐린 결핍 상태를 보이는 

제2형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 성인에게 빈발하는 당뇨병 유형은 

제2형(2형 당뇨; type 2 diabetes mellitus)이다(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2010). 현재까지 알려진 2형 당뇨 발생의 위험 인자로는 

비만, 연령, 당뇨병 가족력, 인종, 고혈압, 적은 신체활동량, 식이습관, 

임신성 당뇨병, 다낭성 난소 증후군 또는 심혈관 질환의 기왕력, 

저고밀도콜레스테롤(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혈증, 

고중성지방혈증 등이 있다(National Institute of Diabetes and Di-

gestive and Kidney Diseases, 2016). 이 중에서 비만(obesity)은 2형 

당뇨 발병과 인과관계를 가지는 주요 위험 요인이다(Dale CE et al., 

2017). 전세계적으로 비만은 건강 위험요인 가운데 흡연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McKinsey Global 

Institute, 2014). 국내에서도 2016년 기준 비만으로 인한 연간 

사회·경제적 비용이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의 

0.7%인 11조 4,600억여 원으로 추산되었다. 특히, 비만으로 인한 질병 

손실 가운데 당뇨병으로 인한 손실액이 2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였다(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8). 즉, 비만은 실제적으로 2형 당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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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요인이며, 2형 당뇨 예방 수준을 높이려면 

비만 환자들의 2형 당뇨 발병 위험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제 2 절 선행연구 고찰 

 

국내외에서 수십 년간 비만 수준을 위험인자로 포함한 2형 당뇨 

예측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미국(Stern MP et al., 1993; Wilson PW 

et al., 2007; Bang H et al., 2009; Khan HS et al., 2009)을 필두로 

하여 덴마크(Glümer C et al., 2004), 독일(Schulze MB et al., 2007; 

Rathmann W et al., 2010), 영국(Hippisley-Cox J et al., 2009; Gray 

LJ et al., 2010; Wannamethee SG et al., 2011), 호주(Chen L et al., 

2010), 캐나다(Rosella LC et al., 2011), 네덜란드(Alssema M et al., 

2011), 일본(Doi Y et al., 2012; Heianza Y et al., 2013)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2형 당뇨 예측모형과 2형 당뇨 위험군 선별기준에 대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 그러나 국외에서 개발된 2형 당뇨 예측모형은 

상대적으로 한국인의 당뇨병 위험에 대한 예측 정확도가 낮거나, 예측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YH et al., 

2012; 이용호, 김대중, 2013; 안창호, 2015). 이에 근래 들어서는 국내 

자료를 기반으로 한국인의 2형 당뇨 예측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발표된 한국인 2형 당뇨 예측모형 연구 가운데 

예측 정확도가 중간 수준인 0.65 이상으로 보고된 연구는 총 5건이며, 

그 중 유전체 분석 지표를 이용한 연구 1건(Kim SH et al., 2019)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 4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Table 1]. 



 

 4 

Table 1. Summary of previous studies for DM prediction in Korea a 

 Kim BY et al. (2018) Ha KH et al. (2018) Lee YH et al. (2012) Lim NK et al. (2012) 

Study design Community-based 

prospective cohort study 

Retrospective cohort study Cross-sectional study Community-based 

prospective cohort study 

Data source KoGES NHIS-HEALS KNHANES KoGES 

Duration, yr 12 10.8 - 4 

Age, yr b 51.7 ± 8.8 Men: 51.2 ± 9.2 

Women: 52.5 ± 9.6 

Normal glucose tolerance:  

42.1 ± 0.3 

Impaired fasting glucose: 

48.6 ± 0.5 

Undiagnosed diabetes:  

51.2 ± 0.8 

51.6 ± 8.7 

Diabetes incidence or 

prevalence 

17.1% 10.4 per 1,000 PY 3.6%  

(undiagnosed diabetes) 

6.9% 

Statistical analysis Logistic regression Cox regression Logistic regression Logistic regression 

AROC c 0.672 Men: 0.71 (0.70-0.73) 

Women: 0.76 (0.75-0.78) 

0.73 0.77 (0.74-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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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previous studies for DM prediction in Korea (continued) 

 Kim BY et al. (2018) Ha KH et al. (2018) Lee YH et al. (2012) Lim NK et al. (2012) 

Variables of  

risk prediction 

BMI, age, sex, 

hypertension, 

smoking status, 

physical activity, 

energy intake, TyG 

(unclear) 

BMI, age, 

family history of DM, 

alcohol intake(in men), 

physical activity, 

antihypertensive drug, 

use of statin, 

systolic blood pressure, 

total cholesterol, 

fasting glucose, 

GGT(in women) 

waist circumference, age, 

family history of DM, 

hypertension, 

alcohol intake, 

smoking status, 

BMI, age, 

family history of DM, 

hypertension, 

smoking status, 

fasting glucose, HbA1c, 

HDL, triglyceride 

a This table is based on Ha KH et al.(2018). 

b The age of participants in each study is express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c AROC in each study is expressed as mean (95% confidence interval). 

Abbreviation: DM, diabetes mellitus; KoGES, Korean Genome and Epidemiology Study; NHIS-HEALS,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Health Screening 

Cohort; KNHANE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BMI, body mass index; GGT, gamma-glutamyl transpeptidase; HbA1c, hemoglobin 

A1c; HDL,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PY, person-years. TyG index; triglycerides and glucose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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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선행연구에서는 비만 수준을 평가하는 임상지표로 신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 또는 허리둘레를 활용하였다. BMI는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전신비만(general obesity) 지표로, 

체중(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공식(kg/m2)을 이용하여 산출 

된다. 그러나 BMI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기 때문에 2형 당뇨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비만 특성을 충분하게 반영할 수 없다. 

첫째로, BMI는 체내 근육과 지방의 비율을 표시할 수 없다(Nevill AM 

et al., 2006). 같은 시점에 같은 값의 BMI를 갖더라도 상대적으로 체내 

근육량이 적고 체지방량이 높은 사람이 2형 당뇨에 이환될 위험이 

높다(Srikanthan P and Karlamangla AS, 2011). 둘째로, BMI는 체내 

근육과 지방의 단면적인 분포를 표현할 수 없다. 같은 시점에 동일한 

체지방량을 가지고 있더라도 체내에서 상대적으로 복부지방의 비중이 

높은 복부비만(central obesity) 상태인 사람의 2형 당뇨 발병 위험이 

더 높다(Mokdad AH et al., 2003). 마지막으로, BMI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체내 근육량과 지방량의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 단일 시점에서의 

체성분 구성 뿐 아니라, 노화나 만성질환에 의해 체내 근육량과 근력이 

감소하고 체지방이 증가하는 인체의 변화 또한 2형 당뇨 발병 위험을 

높인다(Koh-Banerjee P et al., 2004; Rita RK et al., 2014). 이러한 

한계점 때문에 BMI는 2형 당뇨 발병 위험을 온전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실제로 BMI 25 kg/m2 미만의 표준 체중을 가진 상태에서 2형 당뇨가 

발병하는 환자가 전체 2형 당뇨 환자의 약 12.5%에 이른다(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7). 

복부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이 축적되어 발생하는 복부비만은 그 

자체로 체내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며(Mokdad AH et al., 

2003) 전신비만과 별도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2형 당뇨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Zhu S et al., 2002; Meisinger C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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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허리둘레가 증가하면 2형 당뇨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보고되었으며(Freemantle N et al., 2008) 국내에서도 

복부비만 유무가 2형 당뇨의 발병 위험도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율의 등, 2009). 내장지방 조직은 아디포넥틴(adi-

ponectin), 레지스틴(resistin) 등의 아디포카인(adipokines)을 분비 

하며, 이러한 분비물은 문맥 순환으로 유출되어 간 등의 조직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Trayhurn P and Beattie JH, 2001; 

Milan G et al., 2002; Kabir M et al., 2005; Coker RH et al., 2009; 

Moon HU et al., 2018). 즉, 표준 체중이더라도 내장지방량이 지나치게 

많아 복부비만을 보이는 대사성 비만(metabolic obesity)에 해당하는 

경우 2형 당뇨의 발병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Hamdy O et al., 2006). 

또한, 복부비만은 췌장 등의 장기에 축적되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이소성 지방(ectopic fat)의 분포를 반영하는 임상지표이기도 하다(Snel 

M et al., 2012; Smith U, 2015). BMI는 체내 지방의 분포 형태를 

표현하지 못하므로 내장지방량을 반영하는 지표로 볼 수 없다. 2형 당뇨 

발병을 정확히 예측하려면 개인의 전신비만 수준과 더불어 내장지방을 

포괄하는 복부비만 수준을 함께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2형 당뇨와 비만의 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BMI의 한계를 보완하고 개인의 비만 특성을 보다 정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허리둘레, WHR(waist-to-hip ratio)를 비롯하여 WHtR 

(waist-to-height ratio)(Parikh R et al., 2012; Gopinath S et al., 

2012; Xu Z et al., 2013; Son YJ et al., 2016), PBF(percentage of 

body fat)(Schulze MB et al., 2012), BAI(body adiposity index) 

(Alvim R-O et al., 2014), VAI(visceral adiposity index)(Amato MC 

et al., 2014; Zhang M et al., 2016), LBSIZ(the z-score of the log-

transformed a body shape index)(Chung W et al., 2016) 등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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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지표를 개발 또는 보완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들은 

모두 BMI와 마찬가지로 체내 근육과 지방 분포의 시간적 변화를 설명할 

수 없으며, 단독으로 적용될 경우 2형 당뇨에 대한 예측 정확도 측면 

에서 BMI와 큰 차이가 없어 당뇨 예측모형 연구에 널리 활용되고 있지 

않다. 최근에는 BMI와 허리둘레(Zhang P et al., 2016; Edwards MK et 

al., 2017; Bragg F et al., 2018), BMI와 WHR(Nazari M et al., 2018) 

등 2가지의 임상지표를 함께 활용하여 표준 체중에 속하지만 복부 

비만이 나타나는 비만 유형과 2형 당뇨의 관계에 대해 살피는 연구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단독 지표를 이용한 연구에 비해 연구 

설계가 정교해졌다고 볼 수 있으나 분석 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비만 관련 지표가 모두 일정 시점에서의 

비만 수준만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체내 지방 분포와 체형의 

시간적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비만 지표를 고안하고 해당 지표를 이용한 

2형 당뇨 예측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제 3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전신비만 수준과 복부비만 수준의 시간적 변동을 

반영한 비만 지표를 개발하여 비만 수준과 비만 변동에 따른 2형 당뇨 

위험을 분석하고, 최적의 2형 당뇨 예측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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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 구 설 계 

 

제 1 절 자료원 및 연구 대상 

 

1) 자료원 

 

본 연구에서는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rea Genome and Epidemiology Study; 

KoGES)의 일환인 안산-안성 지역사회기반코호트(Ansan/Ansung co-

mmunity-based cohort study) 기반조사(2001-2002)부터 6차 추적 

조사(2013-2014)까지의 수집자료를 원자료로 활용하였다 [4851-302]. 

KoGES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당뇨, 고혈압, 비만, 대사증후군, 

심혈관계 질환 등 주요 만성질환의 위험요인과 병인을 파악하고 장기적 

사망원인을 추적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작된 대규모 코호트 사업으로, 

안산-안성 코호트, 도시기반 코호트(health exmaminee study; HEXA 

study), 농촌기반 코호트(cardiovascular disease association study; 

CAVAS)로 이루어진 3종의 인구기반 연구 코호트와 쌍둥이 및 가족 

코호트(twin and family study), 국제협력 코호트(emigrant study), 

국내 이주자 및 국제 협력 코호트(immigrant study)로 이루어진 3종의 

유전-환경 모델 연구 코호트를 포함한 총 6종의 세부 코호트를 통해 

건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이 중에서 안산-안성 코호트는 

만성질환의 위험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설계된 코호트로, 연령, 성별, 

거주구역을 기준으로 집락추출법(cluster-sampling method)을 이용해 

선정된 2001-2002년 안산, 안성 지역의 40-69세 거주자 대표 

10,030명에 대해 2년 주기의 추적조사를 수행 중에 있으며, 1차-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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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조사의 각 조사기별 추적률은 86.1%, 76.0%, 68.2%, 68.9%, 

65.3%, 62.8% 이다(Kim Y and Han BG, 2017). 안산-안성 코호트는 

한국인 대상의 대규모 코호트로 현재까지 10년 이상의 장기간 추적조사 

자료가 확보되어 있으며, 한국인의 만성질환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된 

연구로 만성질환의 기존 위험요인 및 예측요인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제2형 당뇨 발병을 예측하기 위한 변수 설정에 용이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산-안성 코호트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연구 

대상을 설정하였다. 

 

2) 연구 대상 

 

총 10,030명의 원자료 중에서 기반조사 시점기준으로 당뇨 

기왕력이 없으며, 임상적으로 유의한 건강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대상자 집단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의 배제 진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과거에 당뇨를 진단받았거나 경구용 당뇨약 또는 인슐린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2) 기반조사에 실시한 혈액검사에서 당화혈색소(HbA1c) 수치가 

6.5(%) 이상이거나, 공복혈당 수치가 126(mg/dL) 이상이거나, 

경구 포도당 부하시험(oral glucose tolerance test; OGTT) 

2시간 후 혈당 수치가 200(mg/dL) 이상인 경우 

(3) 연구자가 기반조사의 질병력 설문자료 및 혈액검사 결과를 

토대로 임상적으로 유의한 의학적 소견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4) 기반조사 이후 추적조사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분석에 

이용되는 자료가 미비한 경우 



 

 11 

이상의 진단기준을 근거로 하여 최종적으로 총 6,696명이 연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Figure 1]. 

 

 

Figure 1. Flow chart for final cohort selection 

Abbreviation: DM, diabetes mellitus; HbA1c, hemoglobin A1c; FBS, fasting blood glucose; 

OGTT120, 2-hour oral glucose tolerance test;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GGT, gamma-glutamyl transpeptidase; BUN, blood urea nitrogen; 

CRP, C-reactive protein; TSH, thyroid-stimulating hormone; WNL, within normal li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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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 모형 및 변수 

 

1) 분석 모형 – 콕스 비례위험 모형 

 

본 연구에서는 분석 모형으로 콕스 비례위험 모형(Cox proportio-

nal hazard model)을 이용하였다. 2형 당뇨 발병의 위험인자 𝑥1, 𝑥2 , … 

𝑥𝑘 를 지닌 연구 대상자 개인( 𝑖 )이 관찰시점( 𝑡 )에 2형 당뇨가 발병할 

위험도 ℎ(𝑡|𝑋)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ℎ𝑖(𝑡|𝑋) = ℎ0(𝑡) 𝑒(𝛽1𝑥1+𝛽2𝑥2+ ⋯ +𝛽𝑘𝑥𝑘) 

 

2형 당뇨 예측모형의 개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2형 당뇨 예측 또는 2형 당뇨와 특정 인자의 관련성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모형 삽입 변수의 후보군 구성 

(2) 비례 위험의 가정을 만족하는 변수 가운데, 통계적 유의성과 

연구자의 질적 판단에 따라 최종적으로 모형 삽입 변수를 선정 

 

2)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본 연구의 종속 변수는 사건 발생 여부와 관찰시간으로, 관찰기간 

동안 연구 대상자에게 2형 당뇨가 새롭게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면 

‘당뇨 환자(1=발생)’, 발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비당뇨 환자 

(0=발생하지 않음)’으로 정의하였으며, 당뇨 환자의 경우 발병 시점, 

비당뇨 환자의 경우 최종 추적관찰 시점을 관찰 종료 시점으로 정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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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조사 시점부터 관찰 종료 시점까지의 기간을 년 단위로 계산하여 

시간 변수로 이용하였다. 2형 당뇨 발병을 판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에 비해 엄격한 판정 기준을 적용하였다. 

 

(1) 기반조사 이후 당뇨를 진단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2) 기반조사 이후 실시한 모든 혈액검사에서 당화혈색소 수치가 

1회 이상 6.5(%) 이상으로 측정된 경우 

(3) 기반조사 이후 실시한 모든 혈액검사에서 OGTT 2시간 후 혈당 

수치가 1회 이상 200(mg/dL) 이상으로 측정된 경우 

(4) 기반조사 이후 실시한 모든 혈액검사에서 공복혈당 수치가 2회 

이상 126(mg/dL) 이상으로 측정된 경우 

(5) 기반조사 이후 실시한 모든 혈액검사에서 공복혈당 수치가 1회 

126(mg/dL) 이상이면서, 경구용 당뇨약 또는 인슐린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받은 경험이 발생한 경우 

 

위의 판정 기준에 따라 설정된 관찰 종료 시점은 다음과 같다. 

 

(1) 당뇨 판정 기준 (1)의 경우 당뇨 판정을 받은 시점 

(2) 당뇨 판정 기준 (2), (3), (4)의 경우 해당 혈액검사 실시일자 

(3) 당뇨 판정 기준 (5)의 경우, 치료를 경험한 시점, 또는 치료 

경험 시점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해당 혈액검사 실시일자 

 

이상 정의된 본 연구의 종속 변수를 요약하여 Table 2에 

정리하였다. 

  



 

 14 

Table 2. Definitions of dependent variables in the study 

Dependent variables Definitions 

Onset of DM Whether DM has finally developed or not 

  0: Survive (DM does not occur) 

1: Fail (DM occur) 

Time of observation The observation period from the baseline to the 

end of observation (yr) 

Abbreviation: DM, diabetes mellitus. 

 

본 연구의 독립 변수는 비만 변동, 비만 수준, 성별, 연령, 당뇨 

가족력 여부, 고혈압약 복용 여부, 고지혈증약 복용 여부, 수축기 혈압, 

신체활동 수준, 학력 수준, 월평균 소득 수준, 음주 여부, 흡연 여부, 

GGT(γ-glutamyl transpeptidase)의 로그값(lnGGT), 총 콜레스테롤 

(total cholesterol; TC) 그리고 HbA1c로 총 16가지이며, 주요 설명 

변수는 비만 변동 변수와 비만 수준 변수이다. 

 

(1) 비만 변동 

 

비만 변동 변수는 연구 대상자가 지닌 비만 형태의 시간적 변동이 

2형 당뇨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인지 판별하기 위한 도구이다. 

비만 변동 지표로 적용되는 비만 변동 지수(Obesity Variability Index; 

OVI)는 본 연구에서 최초로 구상한 것으로, ‘BMI 측정치 변동에 대한 

허리둘레 측정치 변동의 상대적 변화율(relative rate of waist circum-

ference variation in relation to BMI variation)’로 정의된다. OVI는 

전 조사기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 대상자의 조사기별 BMI(kg/m2), 

허리둘레(WC; cm) 측정치와 기반조사 시점부터 최종 추적관찰 시점 

까지의 관찰시간(Time; 년)을 이용해 계산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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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I =
ln(CV(WC)) − ln(CV(BMI))

Time
=

ln (
𝜎(WC)
𝜇(WC)

) − ln (
𝜎(BMI)
𝜇(BMI)

)

Time
, 

𝐶𝑉 = 𝑐𝑜𝑒𝑓𝑓𝑖𝑐𝑖𝑒𝑛𝑡 𝑜𝑓 𝑣𝑎𝑟𝑖𝑎𝑡𝑖𝑜𝑛,   𝜎 = 𝑠𝑡𝑎𝑛𝑑𝑎𝑟𝑑 𝑑𝑒𝑣𝑖𝑎𝑡𝑖𝑜𝑛,   𝜇 = 𝑚𝑒𝑎𝑛 

 

OVI는 BMI와 허리둘레 측정치의 변동에 대해 변동계수를 이용하여 

각 측정치의 평균이 분산에 미치는 영향을 보정하고, 두 값 간의 상대적 

변화율을 얻기 위해 로그 처리하며, 연구 대상자마다 다른 관찰시간이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보정하기 위해 변화율을 분자, 관찰시간을 

분모로 정의한 ‘단위시간(년)당 BMI 변동에 대한 허리둘레 변동의 

상대적 변화율’이다(단위: %/년). 

 

(2) 비만 수준 

 

비만 수준 변수는 연구 대상자의 최초 관찰 시점에서의 비만 정도가 

2형 당뇨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인지 판별하기 위한 것으로, 

변수 후보군에 BMI, 허리둘레, WHR, WHtR, BAI, VAI, LBSIZ를 

포함하였으며, 이 중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높은 BMI와 LBSIZ를 최종 

변수로 선정하였다. 두 변수는 기반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대상자의 

신장(H; m), 체중(W; kg), 그리고 허리둘레(WC; m) 측정치를 이용하여 

계산되며, 각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BMI =
W

H2
, LBSIZ =  

ln(
WC

𝑒−2.69 × W0.73 × H−1.06) + 0.02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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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bA1c 

 

인슐린 저항성 및 2형 당뇨의 진행 수준을 반영하는 변수 후보군에 

HbA1c, 공복혈당, OGTT 1시간 후 혈당(Oh TJ et al., 2018; Peddinti 

G et al., 2019), OGTT 2시간 후 혈당(Park SK et al., 2018), HOMA-

IR(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 공복 

인슐린, TyG index(triglycerides and glucose index)(Lee SH et al., 

2014; Kim B et al., 2018)를 포함하였으며, 이 중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가장 높고 직관적이며 당뇨 환자의 진단, 관리 측면에서 임상적 활용 

범위가 넓은 HbA1c를 최종 변수로 선정하였다(단위: %). 임상에서 

당뇨 진단 기준으로 권고되는 표준 임상지표는 공복혈당과 OGTT 

2시간 후 혈당이지만(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2018), 한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공복혈당보다 HbA1c의 예측 민감도가 

더 높았다(Kim KS et al., 2008). 국내 선행연구에서 HbA1c와 

공복혈당 변수를 모두 포함한 예측모형의 예측 정확도가 가장 높다는 

결과가 제시된 바 있지만(안창호, 2015), 본 연구에서는 두 변수 간 

공선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연구 모형에 포함하지 않았다. 

 

(4) 사회적 특성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사회인구학적 정보인 성별, 연령(만 나이), 

직계 가족의 당뇨 가족력 여부, 고혈압약 복용 여부, 고지혈증약 복용 

여부, 신체활동 수준, 음주 여부, 흡연 여부를 예측모형 변수로 포함 

하였다. 신체활동 수준은 기반조사에서 실시한 24시간 신체활동 설문 

조사의 5가지 문항(안정상태, 좌식생활, 걷기 등 경동활동, 중동활동, 

격한 활동)에 연구 대상자가 응답한 시간과, 활동에 의해 소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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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s(metabolic equivalent tasks) 값을 통해 계산한 1주일 단위의 

Total METs를 기준으로 정상적인 신체활동량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 

(0)’, 신체활동량이 약간 부족한 ‘중간 수준(1)’, 신체활동량이 매우 

부족한 ‘낮은 수준(2)’의 3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각 활동강도 별 

분당 METs 값은 각각 1.0, 1.8, 3.3, 4.0, 8.0 METs이고 Total 

METs는 5가지 활동 중에서 경동활동, 중동활동, 격한 활동에 의해 

소모되는 1주일 간의 METs 총합(단위: METs-minutes/week)으로 

정의되며, Total METs가 1주일에 3000 이상이거나 격한 활동에 의한 

METs가 1주일에 1500 이상인 경우 ‘높은 수준’, Total METs가 

1주일에 600 이상 3000 미만이거나 중동활동에 의한 METs가 

1주일에 600 이상 3000 미만, 또는 격한 활동에 의한 METs가 

1주일에 480 이상 1500 미만인 경우 ‘중간 수준’, 그 이하인 경우 

‘낮은 수준’으로 분류하였다(Ainsworth BE et al., 2000). 

한편, 사회경제적 지위를 한국인 당뇨 예측모형의 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한 선행연구는 없었으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2형 당뇨와 연관된다는 

국내외 연구를 참고하여(Saydah S and Lochner K, 2010; Cruz I-RD 

et al., 2014; Hwang J and Shon C, 2014) 연구 대상자의 학력 수준, 

월평균 소득 수준을 예측모형 변수로 포함하였다. 학력 수준은 기반 

조사에서 응답한 연구 대상자의 최종 학력이 대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 

‘높음(0)’,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 졸업인 경우 ‘중간(1)’,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낮음(2)’으로 분류하였다. 월평균 소득 

수준은 기반조사에서 응답한 연구 대상자의 월평균 소득이 400만원 

이상이면 ‘높음(0)’, 1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면 ‘중간(1)’, 

100만원 미만이면 ‘낮음(2)’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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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검사지표 

 

마지막으로, 기반조사에서 실시한 검사를 통해 얻은 수축기 혈압 

(단위: mmHg), lnGGT(단위: 상수)(신지연 등, 2009), TC(단위: 

mg/dL)를 예측모형에 포함하였다. 

 

이상 정의된 본 연구의 독립 변수를 요약하여 Table 3에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4종류의 예측모형은 12개의 공통된 

독립 변수(성별, 연령, 당뇨 가족력 여부, 고혈압약 복용 여부, 

고지혈증약 복용 여부, 수축기 혈압, 신체활동 수준, 음주 여부, 흡연 

여부, lnGGT, TC, HbA1c)를 가진다. 모형 1은 비만 수준 변수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BMI가 포함되며 비만 변동 변수가 포함되지 

않는다. 모형 2는 비만 수준 변수로 BMI, 비만 변동 변수로 OVI가 

포함되며, 모형 3은 모형 2에서 비만 수준 변수만 LBSIZ로 변경된다. 

모형 1-3에는 모두 사회경제적 지위(학력 수준, 월평균 소득 수준) 

변수가 포함되며, 모형 4에는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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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finitions of independent variables in the study 

Independent variables Definitions Model 

1 2 3 4 

Gender 0: Male 

1: Female 

√ √ √ √ 

Age N (yr) √ √ √ √ 

Family history of DM 0: None 

1: Having a family history 

√ √ √ √ 

Antihypertensive therapy 0: None 

1: Taking a therapy 

√ √ √ √ 

Antihyperlipidemic therapy 0: None 

1: Taking a therapy 

√ √ √ √ 

Systolic BP N (mmHg) √ √ √ √ 

Physical activity 0: High 

1: Middle 

2: Low 

√ √ √ √ 

Alcohol intake 0: Abstinent 

1: Current drinking 

√ √ √ √ 

Smoking 0: Non-smoker 

1: Current smoker 

√ √ √ √ 

Education 0: High 

1: Middle 

2: Low 

√ √ √  

Income  0: High 

1: Middle 

2: Low 

√ √ √  

lnGGT N  √ √ √ √ 

Total cholesterol N (mg/dL) √ √ √ √ 

Hemoglobin A1c  N (%) √ √ √ √ 

BMI N (kg/m2) √ √  √ 

LBSIZ N    √  

OVI N (%/yr)  √ √ √ 

Abbreviation: DM, diabetes mellitus; BP, blood pressure; lnGGT, log-transformed gamma-

glutamyl transpeptidase; BMI, body mass index; LBSIZ, the z-score of the log-

transformed a body shape index; OVI, obesity variability index; N, number(continuous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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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 모형의 예측력 평가 

 

본 연구에서는 4가지 예측모형의 C-index 값을 통해 예측모형의 

변별력을 평가하였다. C-index는 ‘관찰시간(𝑇)의 오름차순으로 나열된 

표본(𝑈)에 대하여, 당뇨 발병이 판정된 각 표본(𝑖)보다 관찰시간이 긴 

표본(𝑗) 개수의 총합’과 ‘예측된 관찰시간(𝑓)의 오름차순으로 나열된 

표본에 대하여, 당뇨 발병이 판정된 각 표본보다 관찰시간이 길 것으로 

올바르게 예측된 표본 개수의 총합’의 비율로 계산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c =
∑ {∑ 1𝑓𝑗>𝑓𝑖𝑇𝑗>𝑇𝑖

}𝑖∈𝑈

∑ {∑ 1𝑇𝑗>𝑇𝑖
}𝑖∈𝑈

,  

1𝑎>𝑏: 1 if 𝑎 > 𝑏, and 0 otherwise. 

 

제 4 절 분석 모형의 유효성 검정 

 

본 연구에서는 가상 샘플링 기법인 붓스트랩(bootstrap)을 통해 

예측모형의 유효성을 검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연구 표본을 모형 

제작용과 검정용으로 분할하거나 혹은 다른 자료원을 이용하여 모형의 

유효성을 평가하였는데, 이 경우 예측모형을 만드는데 이용되는 표본 

수가 줄거나, 동일한 방식으로 수집되지 않은 자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측정 편향 혹은 표본 선택의 편향을 예상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체 연구 표본을 대상으로 1,000회의 가상 

샘플링을 통해 앞에서 언급한 방법론적 한계를 가지지 않으면서 연구 

표본 내에서의 표본 선택의 편향을 보정하여 C-index 값의 95% 

신뢰구간을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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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분석 방법 

 

연구에 포함되는 모든 연속형 변수에 대해 Kolmogorov-Smirnov 

test, Levene’s test로 정규성 검정과 등분산 검정을 시행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당뇨 환자군과 비당뇨 환자군의 주요 특성에 

대해 연속형 변수는 평균과 표준편차, 범주형 변수는 범주 별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하였고, 환자군 별 특성 비교를 위해 연속형 변수는 

student’s test, 범주형 변수는 chi-square test를 시행하였다. Spear-

man rank-order correlation을 이용하여 비만 변동 변수(OVI)와 비만 

수준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예측모형 변수 후보군의 각 변수에 대해 log minus log 

survival plot을 그려 비례 위험 가정을 검정하였고. 최종 선정된 변수로 

이루어진 4종류의 예측모형에 대해 콕스 비례위험 회귀분석(Cox pro-

portional hazards regression)을 시행하였고, 각 모형에 대해 주요 

변수인 비만 변동, 비만 범주 변수의 위험비(hazard ratio; HR)와 

위험비의 95% 신뢰구간, 유의확률(p-value)를 제시하였다. 콕스 회귀 

분석을 위해 3개 이상의 범주를 가지는 범주형 변수는 더미 변수로 

처리하였다. 또한, Harrell’s C index를 적용하여 각 예측모형의 C-

index 값을 계산하였고, C-index 값이 가장 높은 모형을 최종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모형은 콕스 비례위험 회귀분석에 의한 모든 

설명변수의 위험비 및 95% 신뢰구간, 유의확률을 제시하였고, 1,000회 

붓스트랩 추정으로 C-index 값의 95% 신뢰구간을 구하여 모형의 

유효성을 검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모형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의 예측모형이 가지는 예측력을 비교하기 위해, 본 연구의 분석 

자료를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 또는 콕스 비례위험 회귀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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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여 선행 연구를 재현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TATA version 15.0(StataCorp., Texas, USA) 

로 이루어졌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05 로 설정하였다. 

 

제 6 절 연구 윤리 

 

본 연구는 2019 년 3 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었다(승인번호: SNU 19-02-044). 원자료 수집 및 분양 소관 

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연구 대상자의 서면 동의 절차는 면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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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과 

 

제 1 절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안산-안성 코호트 기반조사에 포함된 대상자 10,030명 가운데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 대상자는 총 6,696명이며, 기반조사부터 6차 추적 

조사까지의 기간 내에서 발생한 대상자 별 관찰 기간(단위: 년)의 

총합은 58,390인년이다. 연구 대상자는 남성이 3,177명, 여성이 

3,519명이었으며,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4와 같다. 남녀 

집단은 연령(𝑝 < .001), 신장(𝑝 = .008), 체중(𝑝 < .001) 항목에서 차이를 

보였다. 또한, 고혈압약 복용 여부, 신체활동 수준, 음주 여부, 흡연 여부, 

학력 수준, 월평균 소득 수준, 수축기 혈압 항목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𝑎𝑙𝑙 𝑝 < .001 ). 다음으로 연구대상자의 혈액학적 특성은 Table 

5와 같다. 남녀 집단은 HOMA-IR( 𝑝 = .001 ), 공복 인슐린( 𝑝 = .009 )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대상자의 비만 특성은 Table 6과 같다. 남녀 

집단은 모든 비만 수준 지표(BMI, 허리둘레, WHR, LBSIZ)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𝑎𝑙𝑙 𝑝 < .001 ). 그러나 비만 변동 지표인 OVI는 남녀 

집단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OVI의 평균은 0.27, 

표준편차는 0.53이었으며 최댓값은 4.30, 최솟값은 -3.02였고, 제1 

사분위수가 0.05, 제3사분위수가 0.28로 IQR(interquartile range) 

값이 0.23이었다. 이상치를 제거한 결과 OVI의 첨도는 2.93, 왜도는 

0.86으로 경미하게 왼쪽으로 치우친 분포를 보였으며 정규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OVI와 비만 수준 지표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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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Baselin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Male 

(n = 3,177) 

Female 

(n = 3,519) 

Total 

(n = 6,696) 

Age, yr a 51.2 ± 8.6  52.2 ± 8.9 51.7 ± 8.8 

Height, cm a 167.0 ± 5.8 153.9 ± 5.5 160.1 ± 8.7 

Weight, kg a 67.8 ± 9.6  58.9 ± 8.5  63.1 ± 10.1 

Family history of DM b  2953 (92.9) 3274 (93.0) 6227 (93.0) 

Antihypertensive therapy b 289 (9.1)  468 (13.3)  757 (11.3) 

Antihyperlipidemic therapy b 19 (0.6)  12 (0.3)  31 (0.5) 

Systolic BP, mm Hg a  121.2 ± 16.7  120.4 ± 19.6  120.8 ± 18.3 

Physical activity b 

High 

Middle 

Low 

 

1808 (56.9) 

 986 (31.0) 

 383 (12.1) 

 

1957 (55.6) 

1308 (37.2) 

254 (7.2) 

 

3765 (56.2) 

2294 (34.3) 

637 (9.5) 

Alcohol intake b 

 Abstinent 

 Current drinking 

 

 893 (28.1) 

2284 (71.9) 

 

2540 (72.2) 

 979 (27.8) 

 

3433 (51.3) 

3263 (48.7) 

Smoking status b 

 Non-smoker 

 Current smoker 

 

 661 (20.8) 

2516 (79.2) 

 

3345 (95.1) 

174 (4.9) 

 

4006 (59.8) 

2690 (40.2) 

Education b 

High 

Middle 

Low 

 

 582 (18.3) 

2070 (65.2) 

 525 (16.5) 

 

1528 (43.4) 

1839 (52.3) 

152 (4.3) 

 

2110 (31.5) 

3909 (58.4) 

 677 (10.1) 

Income b 

High 

Middle 

Low 

 

 826 (26.0) 

2041 (64.2) 

310 (9.8) 

 

1412 (40.1) 

1901 (54.0) 

206 (5.9) 

 

2238 (33.4) 

3942 (58.9) 

516 (7.7) 

a Continuous variables are express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and tested with 

student’s t-test. 

b Categorical variables are expressed as number (percentage (%)) and tested with chi-

square test. 

Abbreviation: DM, diabetes mellitus; BP, blood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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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Baseline biochemic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a Male 

(n = 3,177) 

Female 

(n = 3,519) 

Total 

(n = 6,696) 

lnGGT  3.0 ± 0.8  3.0 ± 0.7  3.0 ± 0.8 

Total cholesterol, mg/dL 189.9 ± 35.0 189.5 ± 34.3 189.7 ± 34.7 

Triglycerides, mg/dL 153.1 ± 94.8 153.8 ± 91.3 153.5 ± 93.0 

HDL, mg/dL  45.2 ± 44.9  10.1 ± 10.0  45.1 ± 10.1 

Fasting glucose, mg/dL 82.8 ± 8.7 82.7 ± 8.4 82.7 ± 8.6 

OGTT60, mg/dL 141.5 ± 40.0 141.7 ± 40.3 141.6 ± 40.1 

OGTT120, mg/dL 113.6 ± 30.2 114.9 ± 30.6 114.3 ± 30.4 

Hemoglobin A1c, %  5.5 ± 0.3  5.5 ± 0.3  5.5 ± 0.3 

HOMA-IR  1.6 ± 1.0  1.5 ± 0.8  1.5 ± 0.9 

Fasting insulin, mU/mL  7.5 ± 4.4  7.4 ± 3.7  7.4 ± 4.1 

TyG index  8.6 ± 0.5  8.6 ± 0.5  8.6 ± 0.5 

a Variables are express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and tested with student’s t-test. 

Abbreviation: lnGGT, log-transformed gamma-glutamyl transpeptidase; HDL,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OGTT60, 1-hour oral glucose tolerance test; OGTT120, 2-hour 

oral glucose tolerance test; HOMA-IR,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 

TyG index; triglycerides and glucose index. 

 

Table 6. Obesity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a Male 

(n = 3,177) 

Female 

(n = 3,519) 

Total 

(n = 6,696) 

BMI, kg/m2 24.3 ± 2.9  24.9 ± 3.3  24.6 ± 3.1 

WC, cm 83.6 ± 7.6  81.5 ± 9.6  82.5 ± 8.7 

WHR  0.89 ± 0.06   0.87 ± 0.09   0.88 ± 0.08 

LBSIZ -0.02 ± 0.81 -0.23 ± 1.32 -0.13 ± 1.11 

OVI, %/yr  0.28 ± 0.54   0.26 ± 0.52   0.27 ± 0.53 

a Variables are express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and tested with student’s t-test. 

Abbreviation: BMI, body mass index; WC, waist circumference; WHR, waist-hip ratio; LBSIZ, 

the z-score of the log-transformed a body shape index; OVI, obesity variability index; DM, 

diabetes melli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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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당뇨 환자군과 비당뇨 환자군의 특성 비교 

 

연구 대상자 6,696명 가운데 당뇨 환자로 판정된 대상자 수는 

1,625명으로 연구 대상자의 24.3%를 차지하였으며, 연구 대상자 

집단의 총 당뇨 발생률은 1,000인년당 27.8건으로 집계되었다. 당뇨 

환자군과 비당뇨 환자군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7과 같다. 당뇨 

환자군은 비당뇨 환자군에 비해 남성의 비율이 높고 평균 연령이 

높았다(𝑏𝑜𝑡ℎ 𝑝 < .001). 또한, 당뇨 환자군에서 체중, 당뇨 가족력을 가진 

비율, 고혈압약 복용률, 고지혈증약 복용률, 수축기 혈압, 흡연율이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 𝑎𝑙𝑙 𝑝 < .001 ). 당뇨 환자군은 비당뇨 환자군에 비해 

중간 수준의 월평균 소득을 가진 사람이 적고, 높은 수준 또는 낮은 

수준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𝑝 = .003). 다음으로 당뇨 환자군과 

비당뇨 환자군의 혈액학적 특성은 Table 8과 같다. 당뇨 환자군과 

비당뇨 환자군의 혈액학적 지표 값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당뇨 환자군과 비당뇨 환자군의 비만 특성은 Table 9와 

같다. 당뇨 환자군은 비당뇨 환자군에 비해 모든 비만 수준 지표(BMI, 

허리둘레, WHR, LBSIZ)와 OVI 값이 높았다( 𝑎𝑙𝑙 𝑝 < .001 ). 즉, 당뇨 

환자군은 최초 관찰 시점에서의 비만 정도와 비만 형태의 시간적 변동 

측면에서 비당뇨 환자군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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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Baseline gener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prospective 

presence of diabetes 

Characteristics Diabetes 

(n = 1,625) 

Non-diabetes 

(n = 5,071) 

p 

Gender b 

  Male 

 Female 

 

 836 (51.4) 

 789 (48.6) 

 

2341 (46.2) 

2730 (53.8) 

.000** 

Age, yr a  53.2 ± 8.6  51.3 ± 8.8 .000** 

Height, cm a 160.2 ± 8.8 160.1 ± 8.6 .694 

Weight, kg a   65.5 ± 10.5  62.4 ± 9.8 .000** 

Family history of DM b 1588 (97.7) 4639 (91.5) .000** 

Antihypertensive therapy b  309 (19.0) 448 (8.8) .000** 

Antihyperlipidemic therapy b  17 (1.0)  14 (0.3) .000** 

Systolic BP, mm Hg a  125.7 ± 18.4  119.2 ± 17.9 .000** 

Physical activity b 

High 

Middle 

Low 

 

 889 (54.7) 

 568 (35.0) 

 168 (10.3) 

 

2876 (56.7) 

1726 (34.0) 

468 (9.2) 

.257 

Alcohol intake b 

 Abstinent 

 Current drinking 

 

    808 (49.7) 

817 (50.3) 

 

2625 (51.8) 

2446 (48.2) 

.152 

Smoking status b 

 Non-smoker 

 Current smoker 

 

896 (55.1) 

729 (44.9) 

 

3110 (61.3) 

1961 (38.7) 

.000** 

Education b 

High 

Middle 

Low 

 

546 (33.6) 

915 (56.3) 

164 (10.1) 

 

1564 (30.8) 

2994 (59.0) 

 513 (10.1) 

.103 

Income b 

High 

Middle 

Low 

 

594 (36.6) 

898 (53.3) 

133 (8.2) 

 

1644 (32.4) 

3044 (60.0) 

383 (7.6) 

.003* 

a Continuous variables are express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and tested with 

student’s t-test. 
b Categorical variables are expressed as number (percentage (%)) and tested with chi-

square test. 

Abbreviation: BP, blood pressure; p, p-value.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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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Baseline biochemic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pros-

pective presence of diabetes 

Characteristics a Diabetes 

(n = 1,625) 

Non-diabetes 

(n = 5,071) 

p 

lnGGT 3.0 ± 0.8 3.0 ± 0.8 .397 

Total cholesterol, mg/dL 189.2 ± 35.5 189.8 ± 34.4 .516 

Triglycerides, mg/dL 152.9 ± 90.1 153.6 ± 93.9 .776 

HDL, mg/dL 45.2 ± 10.1 45.0 ± 10.1 .617 

Fasting glucose, mg/dL 82.7 ± 8.5 82.7 ± 8.6 .786 

OGTT60, mg/dL 141.4 ± 39.7 141.7 ± 40.3 .769 

OGTT120, mg/dL 114.1 ± 30.3 114.4 ± 30.4 .730 

Hemoglobin A1c, % 5.5 ± 0.3 5.5 ± 0.4 .668 

HOMA-IR 1.5 ± 0.8 1.5 ± 0.9 .093 

Fasting insulin, mU/mL 7.3 ± 3.9 7.5 ± 4.1 .099 

TyG index 8.6 ± 0.5 8.6 ± 0.5 .924 

a Variables are express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and tested with student’s t-test. 

Abbreviation: lnGGT, log-transformed gamma-glutamyl transpeptidase; HDL,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OGTT60, 1-hour oral glucose tolerance test; OGTT120, 2-hour 

oral glucose tolerance test; HOMA-IR,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 

TyG index; triglycerides and glucose index; p, p-value. 

 

Table 9. Obesity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prospective presence of 

diabetes 

Characteristics a Diabetes 

(n = 1,625) 

Non-diabetes 

(n = 5,071) 

p 

BMI, kg/m2 25.5 ± 3.2  24.3 ± 3.0 .000* 

WC, cm 85.3 ± 8.6  81.6 ± 8.6 .000* 

WHR  0.90 ± 0.07   0.88 ± 0.08 .000* 

LBSIZ  0.01 ± 1.07 -0.18 ± 1.12 .000* 

OVI, %/yr  0.34 ± 0.50   0.25 ± 0.54 .000* 

a Variables are express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and tested with student’s t-test. 

Abbreviation: BMI, body mass index; WC, waist circumference; WHR, waist-hip ratio; LBSIZ, 

the z-score of the log-transformed a body shape index; OVI, obesity variability index; p, 

p-value.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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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당뇨 예측모형의 예측력 평가 

 

본 연구에서 설정한 2형 당뇨 예측모형 1-4에 의한 비만 변동 

변수, 비만 수준 변수의 위험비와 모형의 예측 정확도는 Table 10과 

같다. 비만 변동 변수(OVI)를 포함하지 않은 모형 1에서 비만 수준 

변수(BMI)의 위험비는 1.10( 𝑝 < .001 )이었으며 C-index 값은 0.650 

으로 나타났다. 모형 1에 비만 변동 변수를 추가한 모형 2에서 비만 

수준 변수(BMI)의 위험비는 1.09(𝑝 < .001)로 모형 1에서의 비만 수준 

변수 위험비 값과 유사했으며, 비만 변동 변수(OVI)의 위험비는 4.36 

( 𝑝 < .001 )이었고, C-index 값은 0.700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BMI 

변수를 제외하고 LBSIZ 변수를 추가한 모형 3에서 비만 수준 변수 

(LBSIZ)의 위험비는 1.05(𝑝 = .042), 비만 변동 변수(OVI)의 위험비는 

4.54( 𝑝 < .001 )였으며, C-index 값은 0.687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형 2에서 사회경제적 변수를 제외한 모형 4에서 비만 수준 변수 

(BMI)의 위험비는 1.09( 𝑝 < .001 ), 비만 변동 변수(OVI)의 위험비는 

4.35(𝑝 < .001)로 모형 2에서의 각 위험비 값과 유사했으며 C-index 

값은 0.69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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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Hazard ratios and C-indexes of models for diabetes prediction by Cox regression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HR (95% CI) p  HR (95% CI) p  HR (95% CI) p  HR (95% CI) p 

Degree of obesity: 

BMI 

 

LBSIZ 

 

 

1.10 

(1.08-1.11) 

- 

 

.000** 

 

- 

  

1.09 

(1.07-1.10) 

- 

 

.000** 

 

- 

  

- 

 

1.05 

(1.00 – 1.11) 

 

- 

 

.042* 

  

1.09 

(1.07-1.10) 

 

- 

 

.000** 

 

- 

Variability of obesity: 

  OVI 

 

- 

 

- 

  

4.36 

(3.86-4.91) 

 

.000** 

  

4.54 

(4.02-5.12) 

 

.000** 

  

4.35 

(3.86-4.91) 

 

.000** 

 

Harrell’s C-index 

 

0.650 

  

0.700 

  

0.687 

  

0.699 

Model 1, 2 and 3 are distinguished by different obesity-related variables. Model 4 does not include variables for level of education or income, while others do. 

Abbreviation: BMI, body mass index; LBSIZ, the z-score of the log-transformed a body shape index; OVI, obesity variability index; HR, hazard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p, p-value. 
* p < 0.05.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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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당뇨 위험인자의 위험비 추정 

 

분석 결과에 따라 모형 1-4 가운데 가장 예측력이 높게 평가된 

모형 2를 최종 당뇨 예측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2형 당뇨 

예측 모형의 예측 정확도는 0.700으로 붓스트랩 추정을 통해 얻은 95% 

신뢰구간은 0.684-0.712이며, 각 변수 별 위험비와 유의확률을 추정한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개인의 일정 시점에서의 비만 수준(BMI)과, 

시간에 따른 비만 형태의 변동(OVI)을 고려한 2형 당뇨 예측모형 분석 

결과, 두 종류의 비만 지표는 모두 2형 당뇨 발생에 영향을 미치며,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𝑏𝑜𝑡ℎ 𝑝 < .001 ). 분석에 따른 

BMI 변수의 위험비(HR)는 1.09(1.07-1.10)이며, BMI 값이 1 표준 

편차만큼 증가할 때 2형 당뇨 발병 위험비는 3.38의 값을 가진다. 한편, 

분석에 따른 OVI 변수의 위험비는 4.36(3.86-4.91)이며, OVI 값이 1 

표준편차만큼 증가할 때 2형 당뇨 발병 위험비는 2.31이다. 

사회적 특성에 대해서는 당뇨 가족력 변수가 14.47(9.23-22.67) 

(  𝑝 < .001), 연령 변수가 1.02(1.01-1.02)(  𝑝 < .001), 고혈압약 복용 

변수가 1.34(1.17-1.54)(  𝑝 < .001 ), 고지혈증약 복용 변수가 1.67 

(1.03-2.72)(  𝑝 = .038 ), 수축기 혈압 변수가 1.01(1.01-1.01)(  𝑝 <

.001 ), 신체활동 변수에서 ‘높은 수준’을 기준으로 ‘보통 수준’일 때 

1.16(1.04-1.29)(  𝑝 = .009), ‘낮은 수준’일 때 1.19(1.01-1.41)(  𝑝 =

.037), 흡연 변수가 1.32(1.13-1.54)(  𝑝 < .001)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비를 보였다. 성별 변수에서 남성을 기준으로 여성인 경우 0.93 

(0.80-1.10), 음주 변수에서 1.01(0.90-1.13), 학력 변수에서 

‘높음’을 기준으로 ‘중간’일 때 1.09(0.95-1.24), ‘낮음’일 때 1.06 

(0.86-1.30), 월평균 소득 변수에서 ‘높음’을 기준으로 ‘중간’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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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0.83-1.06), ‘낮음’일 때 1.06(0.86-1.03)의 위험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혈액검사 관련 변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내지 않았다. 

 

제 5 절 선행 연구 재현을 통한 당뇨 예측모형 비교 

 

본 연구에서 최종 선정된 당뇨 예측모형의 예측력은 선행 연구에 

명시된 결과 값(0.672-0.77)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연구마다 분석 자료가 다르므로 결과 값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보다 엄격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본 연구의 분석 

자료를 대상으로 선행 연구를 재현하였다[Table 12]. 단, 선행 연구 

4건 가운데 1건(Kim BY et al., 2018)은 예측모형의 변수 설정 및 분석 

방법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연구를 재현할 수 없었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인 안산-안성 코호트 자료를 대상으로 선행 

연구와 동일하게 예측모형을 설정하고 분석한 결과 모든 연구에서 

모형의 예측력이 최초에 보고된 값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현된 선행 연구 모형의 콕스 회귀분석에 의한 C-index 값(0.636-

0.647)은 본 연구의 당뇨 예측모형이 가지는 C-index 값(0.700)보다 

낮다. 

  



 

 33 

Table 11. Hazard ratio of diabetes in relation to variables by Cox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 

Variables HR (95% CI) p 

Gender 

Male 

Female 

 

1.00 

0.93 (0.80-1.10) 

 

- 

.413 

Age 1.02 (1.01-1.02) .000** 

Family history of DM 14.47 (9.23-22.67) .000** 

Antihypertensive therapy 1.34 (1.17-1.54) .000** 

Antihyperlipidemic therapy 1.67 (1.03-2.72) .038* 

Systolic BP 1.01 (1.01-1.01) .000** 

Physical activity 

High 

Middle 

Low 

 

1.00 

1.16 (1.04-1.29) 

1.19 (1.01-1.41) 

 

- 

.009** 

.037* 

Alcohol intake 1.01 (0.90-1.13) .822 

Smoking 1.32 (1.13-1.54) .000** 

Education 

High 

Middle 

Low 

 

1.00 

1.09 (0.95-1.24) 

1.06 (0.86-1.30) 

 

- 

.213 

.566 

Income  

High 

Middle 

Low 

 

1.00 

0.94 (0.83-1.06) 

1.06 (0.86-1.31) 

 

- 

.332 

.595 

lnGGT 0.99 (0.92-1.05) .678 

Total cholesterol 1.00 (1.00-1.00) .288 

Hemoglobin A1c  0.97 (0.84-1.12) .665 

BMI 1.09 (1.07-1.10) .000** 

OVI 4.36 (3.86-4.91) .000** 

Abbreviation: DM, diabetes mellitus; BP, blood pressure; lnGGT, log-transformed gamma-

glutamyl transpeptidase; BMI, body mass index; OVI, obesity variability index; HR, hazard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p, p-value. 
* p < 0.05.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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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Assessment for reproducibilities of previous studies for 

diabetes prediction in Korea 

 Original  Reproduced 

 AROC a C-index a  AROC C-index 

Kim BY et al. (2018) 0.672 -  - - 

Ha KH et al. (2018) - M: 0.71 

W: 0.76 

 0.675 0.647 

Lee YH et al. (2012) 0.73 -  0.663 0.636 

Lim NK et al. (2012) 0.77 -  0.666 0.639 

a AROC and C-index in each study is expressed as mean. 

Abbreviation: M, men; W, women. 

 

  



 

 35 

제 4 장 고    찰 

 

제 1 절 연구 결과 고찰 

 

본 연구에서는 2형 당뇨 발병 예측의 주요 위험요인인 비만에 

중점을 두고, 기존 비만 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고 비만의 시간적 변동을 

고려한 비만 지표를 개발함으로써 기존의 국내 모형보다 예측력을 높인 

2형 당뇨 예측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40-69세의 안산, 안성 지역 

거주자로 이루어진 지역사회 기반 코호트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주요 

설명변수인 비만 변동 지수(OVI)와 비만 수준 지표(BMI 또는 LBSIZ) 

를 포함한 16종류의 독립 변수를 이용하여 4종류의 예측모형을 설정 

하였고, 각 예측모형에 대해 콕스 비례위험 회귀분석을 시행한 후 C-

index 값을 계산하여 모형 별 예측력을 평가하였다. 이어서, 예측력이 

가장 높은 모형에 대해 설명변수의 위험비와 95% 신뢰구간, 유의확률을 

분석하여 설명변수가 2형 당뇨 발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더불어, 본 연구의 분석 자료를 가지고 선행 연구의 당뇨 예측 

모형을 재현하여 모형 간 예측력을 정확히 비교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가운데 Table 6에 기술된 비만 특성을 

살펴보면 남녀 간에 비만 수준 지표인 BMI, 허리둘레, WHR, LBSIZ 

값이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성이 여성보다 BMI 값은 낮고 

WC, WHR, LBSIZ 값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일정 시점에서의 전신비만 수준은 낮은 반면 복부비만 수준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반면, 비만 변동 지표인 OVI는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모든 비만 수준 지표와 유의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신비만과 복부비만의 시간에 따른 변동은 그 자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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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특성을 가지며, 한 시점에서의 복부비만의 절대적 수준과 상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전신비만과 복부비만의 

절대적인 수준이 낮아도 자신보다 비만 수준이 높은 사람보다 OVI 값이 

클 수 있으며, 역 또한 성립한다.  

‘당뇨 환자군과 비당뇨 환자군의 특성 비교’에서 Table 9에 

기술된 비만 특성을 살펴보면 당뇨 환자군과 비당뇨 환자군 간에 비만 

수준 지표인 BMI, 허리둘레, WHR, LBSIZ 값과 비만 변동 지표인 

OVI가 모두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 환자군이 

비당뇨 환자군에 비해 모든 비만 지표 값이 높다. 이는 OVI를 포함한 

모든 비만 지표가 2형 당뇨 위험을 예측하고 위험군을 선별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Table 8에 기술된 기반조사 

시점에서의 혈액학적 특성에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는 선행연구(Lee YH et al., 2012; Lim NK et al., 2012; Ha 

KH et al., 2018; Kim BY et al., 2018)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비해 엄격한 참가자 배제진단 기준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기반조사 시점에서 임상적으로 유의한 질환 및 건강 문제를 내포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는 모두 연구에서 배제되었다. 따라서 

연구에 포함된 대상자가 기반조사 시점에서는 임상적으로 건강하다고 

평가되며, 기반조사의 혈액검사 결과가 2형 당뇨의 미래 발병 여부와 

연관성을 가지지 않는 결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복혈당을 포함하여 혈당 내지 인슐린 감수성을 반영하는 임상 

지표들은 기존에 2형 당뇨 환자의 진단 및 관리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2형 당뇨 발병 위험 예측에는 특별히 유용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다음으로 ‘당뇨 예측모형의 예측력 평가’에서 Table 10에 기술된 

2형 당뇨 예측모형 1-4의 예측력(C-index)을 비교해 보면, 다른 

변수가 모두 동일한 상태에서 OVI를 포함하지 않은 모형 1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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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0) 모형 2의 예측력이 명확하게 높으므로 OVI는 2형 당뇨 발병 

위험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이며 예측모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사회경제적 변수(학력 수준, 월평균 소득 수준)를 

포함하지 않은 모형 4에 비해(0.699) 모형 2의 예측력이 높으므로 

사회경제적 변수 또한 예측모형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비만 수준 변수로 LBSIZ가 포함된 모형 3의 예측력(0.687)보다 

BMI가 포함된 모형 2의 예측력(0.700)이 높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설정된 LBSIZ가 BMI에 비해 예측력이 낮은 것은 연구의 대상자 

표본이 편향된 결과일 수 있다. LBSIZ는 192개 지역에서 조사한 국민 

건강영양조사를 기반으로 설계된 지표이며(Chung W et al., 2016), 본 

연구의 조사자료는 안산, 안성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얻은 

것이므로 지역 편향성의 가능성이 있다. 

‘당뇨 위험인자의 위험비 추정’에서 기술된 설명변수 별 2형 

당뇨 위험비를 살펴보면, 비만 수준 지표인 BMI와 비만 변동 지표인 

OVI가 모두 2형 당뇨 발생 위험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1]. 표준편차 단위로 변환하였을 때 OVI 변수의 

위험비는 2.31, BMI 변수의 위험비는 3.38로 나타났으며 OVI는 BMI와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2형 발병 위험인자로 판단되므로 두 종류의 비만 

변수를 병용함으로써 비만이 2형 당뇨 발병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비를 

보였던 음주 여부와 TC, lnGGT, HbA1c 등의 혈액검사 변수는 본 

연구의 예측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위험비를 나타냈는데, 

음주 여부 변수의 경우 동일한 조사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국내 예측모형 

연구에서도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Lim NK 

et al., 2012) 설문조사 방식에 오류가 있었을 것이라 추측해볼 수 있다. 

혈액검사 변수는 검사 시점에서 연구 대상자가 모두 임상적으로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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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였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학력 

수준과 월평균 소득 수준에 대한 위험비는 본 연구의 예측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수준이 ‘높음’에서 ‘낮음’으로 이동 

할수록 위험비의 95% 신뢰구간이 넓어지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사회 

경제적 수준이 ‘낮음’인 연구 대상자들의 조사자료 분산이 크며, 해당 

연구 대상자들을 적절하게 분류하려면 가계 자산, 퇴직 여부 및 시기, 

가족의 학력 수준 등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요약하면, 본 연구를 통해 2형 당뇨는 연령이 높을수록, 당뇨 

가족력을 가진 경우, 고혈압약 또는 고지혈증약을 복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고혈압 또는 고지혈증 기왕력이 있는 경우), 수축기 혈압이 높을 

수록, 신체활동량이 적을수록, 현재 흡연하는 경우, BMI가 높을수록, 

그리고 전신비만 수준(BMI)의 변동에 비해 복부비만(허리둘레), 즉 

내장지방량의 변동이 높을수록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선행 연구 재현을 통한 당뇨 예측모형 비교’에서 본 

연구의 분석 자료인 안산-안성 코호트 자료를 대상으로 선행 연구와 

동일하게 예측모형을 설정하여 연구를 재현한 결과 모든 연구에서 

모형의 예측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12]. 즉, 안산-

안성 코호트 자료는 다른 국내 자료에 비해 당뇨 예측 정확도가 낮게 

도출되는데, 지역 편향성의 영향에 의한 결과일 수 있다. 다만 안산-

안성 코호트 자료는 국내의 임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집락 

추출법을 통해 연구 대상을 선정하였는데, 국내 대규모 코호트 자료 

가운데 동일한 수준으로 관찰기간을 확보하고 연구 대상자 표본 추출 

에서의 편의를 방지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안산-안성 코호트 

자료가 국민을 대표하는 코호트 자료로써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해당 자료의 관찰기간은 14년이다. 국내에서 유사한 관찰기간을 지닌 

자료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수검자 코호트(N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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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S) 자료가 있지만, 건강검진의 수검 여부는 개인의 건강인식에 

영향을 받아 결정되므로 엄밀하게는 연구 대상자(국민)를 임의로 

선정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안산-안성 코호트 

자료가 건강검진 수검자 코호트 자료에 비해 국민의 건강상태에 대한 

대표성이 높으며, 이에 국내 2형 당뇨 발병 위험 예측을 위한 분석 

자료로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선행 연구의 재현 결과에 비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예측모형의 예측력이 명확하게 높으므로, 비만의 

변화를 고려한 2형 당뇨 예측모형은 현재까지 개발된 국내 2형 당뇨 

예측모형 가운데 최적의 모형으로 판단된다. 

 

제 2 절 연구의 보건학적 의의 

 

본 연구에서는 전신비만 수준과 복부비만 수준의 시간적 변동을 

활용하여 체내 지방 분포와 체형의 시간적 변화를 설명하는 비만 지표 

(OVI)를 최초로 고안하여 해당 지표의 2형 당뇨 발병 예측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지표를 적용하여 선행 연구보다 

예측 정확도가 높은 2형 당뇨 예측모형을 개발하였다. OVI는 우리 

나라의 국가건강검진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항목의 측정치를 이용하여 

만든 지표로, 검진 자료만 있으면 별도의 검사 없이 수검자의 비만 

변화를 살필 수 있다. 현행 국가검진에 포함되어 있는 당뇨병 검진은 

비용-효과적이지 않은데(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 2013)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비만 변화를 포함한 개인의 비만 특성을 고려하여 검진 

전략을 모색하면 당뇨병 검진의 비용-효과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기존의 한국인 당뇨 예측모형과 달리 소득, 교육수준 

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변수로 포함하여 보다 예측 정확도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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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모형을 개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지닌다. 

우리나라에는 국민의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살필 수 있는 창구 

(국가건강검진)가 마련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국가와 보건소, 의료인, 

의료기관이 체계적으로 협력하여 당뇨 위험군을 관리하는 시스템은 

정비되어 있지 않다. 그간 당뇨병 등록관리사업(2007~),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2012~),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2017~2018), 

그리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2019~)에 이르기까지 여러 

국가 사업이 전개되어 왔지만, 사업의 목표가 당뇨가 발병한 환자를 

관리하는 것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통해 당뇨 위험군을 관리하여 

당뇨 이환율을 줄이는 당뇨 예방 효과는 얻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당뇨 유병률이 높아진 일본에서는 국가 

주도로 당뇨병 중증화를 예방할 뿐 아니라 당뇨 발병 위험이 높거나 

이미 당뇨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예비군의 검진 수검 여부를 

점검하고 의료인이 개별적인 보건지도를 시행하도록 장려하고 있고, 그 

결과 당뇨 예비군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이재은, 2019). 우리나라도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당뇨 위험군의 당뇨 예방에 대한 제도적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인의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수행되었으므로, 추후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2형 당뇨 위험군을 개인의 비만 특성에 따른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여 차등적인 예방 지침을 만드는데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내장지방은 피하지방과 달리 운동을 통한 감량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식이 조절에는 큰 영향을 받는다(Mayo clinic, 2016). OVI 

값이 높은 사람이 체중이 늘면 OVI 값이 낮은 사람에 비해 내장지방을 

포함한 복부지방량이 빠르게 증가하므로, 대사성 비만에 이환될 소지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신비만이면서 OVI 값이 높은 비만 

환자, 전신비만이지만 OVI 값이 낮은 비만 환자, 그리고 표준체중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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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I 값이 높은 비만 환자는 서로 다르게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표준체중이면서 OVI 값이 높은 비만 환자는 표준체중이면서 OVI 값이 

낮은 사람에 비해 체중이 증가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추후 본 연구 결과를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비만 

변화에 대한 관찰이 요구되는 표적집단을 설정해야 한다. 전국민의 

건강검진 자료 등을 이용한 후속 연구를 통해 표적집단을 정의할 OVI의 

절단값(cut-off)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표적집단에 대한 전향적 

관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2형 당뇨 유병률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비만 환자에서의 2형 당뇨 발생 증가분을 예측하고 2형 

당뇨로 인한 질병부담을 억제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와 제언 

 

본 연구의 분석 자료인 안산-안성 코호트 자료는 2년 단위로 추적 

관찰된 자료이기 때문에 혈액검사 지표를 이용하여 연구 대상자의 2형 

당뇨 발병을 판정하는 경우 정확한 발병 시점은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종속 변수인 관찰시간 값에 편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OVI는 임상지표의 변동을 이용하기 때문에 비만이 변화하는 방향을 

표시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몸은 노화가 

진행될수록 체지방량이 증가하고 체지방이 복부로 집중되어 질병에 

취약해지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 기대된다. 그러나 예외적이지만 

자연적으로, 또는 개인의 의지에 의해 반대로 체지방량과 복부지방량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몸이 변화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도 연구 

대상자가 관찰 도중 당뇨 이외의 질병에 이환되었을 경우 생활습관을 

정비하고 체중을 감량하려는 노력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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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행위가 비만 정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관찰 도중 체중의 변동이 전혀 없었던 사람은 수학적으로 OVI 공식이 

성립하지 않아 OVI 값을 계산할 수 없었으며. 연구 과정에서 OVI 값의 

이상치를 충분히 처리하지 못하였다. 더불어, 계산식에 이용된 임상지표 

측정값에 대해 오차의 위험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의 

허리둘레는 3회 반복 측정한 값의 평균을 이용하여 오차의 가능성을 

줄였지만, 체중과 신장은 1회만 측정되어 측정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연령이 40-69세로 제한되어 있어 

OVI 값이 연구 대상자의 생애 전반에 걸친 비만 변화를 설명하기에 

적절한지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OVI 값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관찰 기간과 관찰 연령대를 평가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본 연구를 예비연구로 삼아 보다 

넓은 연령대를 포함한 연구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식을 검증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개인의 고유한 비만 변화 특성이 

선천적으로 내재된 것인지, 식이, 신체활동,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지에 대한 심층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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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Prediction Model  

for Type 2 Diabetes Mellitus 

Focused on Obesity Variability 

 

Hyunjoo Oh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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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he number of diabetic patients is increasing year by 

year, and the social costs of diabetes mellitus are increasing 

accordingly. In order to curb the costs of treatment and management of 

diabetes mellitus, it is necessary to prevent diabetes mellitus by 

screening and managing the subjects at high risk of diabetes mellitus in 

advance at the national level. Obesity is a major risk factor for type 2 

diabetes mellitus, and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predict type 2 

diabetes mellitus in consideration of obesity levels worldwide. To 

accurately assess the characteristics of obesity that affects onset of 

type 2 diabetes mellitus, obesity at a fixed time point, temporal 

variability of body fat mass as well as distribution of body fat shoul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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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ed. However, all of the obesity indicators used in the previous 

studies were able to evaluate only the obesity level at the fixed time 

point and did not explain the change of the obesity type. In this study, I 

developed an obesity index reflecting the temporal variation of the 

level of general obesity and central obesity, and analyzed the risk of 

type 2 diabetes mellitus according to the obesity level and obesity 

change, and suggested the optimal type 2 diabetes mellitus prediction 

model. 

Methods: The original data are the data from the base survey(2001-

2002) to the 6th follow-up survey(2013-2014) of the Ansan/Ansung 

cohort as part of the KoGES(Korea Genome and Epidemiology Study), 

6,696 subjects aged 40-69 years without history of diabetes at 

baseline were included in the study. Four types of prediction models 

were established using 16 independent variables including the Obesity 

Variability Index(OVI) developed in this study, and the predictive 

power of each model was evaluated using C-index values. The Cox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by selecting the 

model with the highest predictive power, and the validity of the model 

was verified by bootstrap estimation.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r 

Cox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data 

of this study to reproduce the preceding study to compare the 

predictive model and the predictive power of the previous study for 

Koreans. 

Results: The total of the subjects' observation period was 58,390 

person-years, and the total incidence of diabetes was 27.8 per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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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years. Body mass index(BMI), waist circumference, waist-hip 

ratio(WHR), and the z-score of the log-transformed a body shape 

index(LBSIZ) values of obesity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men and women (𝑎𝑙𝑙 𝑝 < .001) and all value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diabetes group (𝑎𝑙𝑙 𝑝 < .001). OVI values were also higher in diabetes 

group (𝑝 < .001),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OVI showed no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any other value 

of obesity. Among the four prediction models, the C-index value of the 

model including OVI, BMI and socioeconomic variables was the highest 

at 0.700(0.684-0.712), and was selected as the final model. The 

hazard ratio per standard deviation of OVI for diabetes outcome was 

2.31 and that of BMI was 3.38 (𝑏𝑜𝑡ℎ 𝑝 < .001). As a result of repro-

ducing the previous studies, the predictive power of the existing 

predictive models was lower than that of this study. 

Conclusions: OVI is a useful index for predicting the risk of type 2 

diabetes mellitus and for screening risk groups and it improves the 

adequacy of obesity assessment. The type 2 diabetes mellitus 

prediction model, including OVI, is more clinically useful and valuable 

for public health given that it has higher predictive power than the type 

2 diabetes mellitus prediction model developed so far in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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