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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연구목적 

당뇨병은 중요한 공중 보건 문제이며, 당뇨병 유병자의 혈당 관리는 

관련 합병증 및 사망을 예방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악력과 당뇨병 유병률 간의 연관

성을 확인하고, 당뇨병 유병자를 대상으로 악력과 혈당 조절률 간의 연

관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2014~2019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의 자료를 활용

하였으며, 한국 성인의 악력과 당뇨병 유병률 및 혈당 조절률 간의 연

관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 대상자는 각각 한국 성인 25,352명과 그 

중 당뇨병 유병자 2,498명이 선정되었다. 악력은 디지털 악력계를 사

용하여 측정되었으며, 연령대와 성별을 고려하여 3분위로 구분하였다. 

모든 분석 시 악력이 가장 높은 그룹을 기준 그룹으로 설정하였으며, 

오즈비(Odds Ratio, OR)와 95% 신뢰구간(95% Confidence Interval, 

CI)을 산출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수행하

였다.  

 

연구결과 

한국 성인의 악력과 당뇨병 유병률 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모든 공변인을 보정하였을 때, 악력이 가장 높은 그룹과 비

교하여 중간 그룹의 오즈비는 1.30배 (95% CI, 1.21-1.50), 낮은 그룹

은 1.68배 (95% CI, 1.46-1.94) 증가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자의 특성

에 따른 악력과 당뇨병 유병률 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모든 분석

에서 악력이 낮을수록 당뇨병 유병률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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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당뇨병으로 진단된 인원을 대상으로 악력과 혈당 조절

률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든 공변

인을 보정하였을 때, 당뇨병 유병자 중 악력이 높은 그룹과 비교하여 

낮은 그룹의 오즈비는 33% (OR, 0.67; 95% CI, 0.47-0.96) 감소하였으

며, 중간 그룹에서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남성은 악

력이 높은 그룹과 비교하여 중간 그룹과 낮은 그룹의 오즈비가 각각 

36% (OR, 0.64; 95% CI, 0.42-0.97), 40% (OR, 0.60; 95% CI, 0.38-

0.95)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악력이 

낮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한국 성인의 악력이 낮을수록 당뇨병 유병률과 

강한 연관성이 있으며, 당뇨병 유병자를 대상으로 악력과 혈당 조절률 

간의 유의한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성별을 구분하여 분

석한 결과, 당뇨병 유병자의 악력과 혈당 조절률 간의 유의한 연관성은 

남성에게서만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유의한 연관성이 없음을 확인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악력의 측정을 통해 한국 성인의 당뇨병 

유병에 대한 위험군과 남성 당뇨병 유병자의 혈당 조절에 대한 고위험

군을 식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활용

한 국민건강영양조사는 횡단면 조사로 추후 종단면 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 근력, 악력, 당뇨병, 당화혈색소, 혈당 조절, 국민건강영양조사 
학   번 : 2020-22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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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당뇨병(Diabetes Mellitus)은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인체의 세포들

이 인슐린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여 고혈당이 발생하는 만성질환이

다(IDF, 2019). 이는 심혈관질환(cardiovascular disease) 발병의 주된 

위험요인 중 하나로서 수십년 동안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증가되고 있

는 추세이다(Zhou et al., 2016). 세계당뇨병협회(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IDF)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세계 성

인의 9.3%가 당뇨병으로 진단되었는데, 이는 약 4억 6천 3백만 명으

로 2000년도 당뇨병 유병자 수의 약 3배에 달한다(IDF, 2019). 최근 

국내 질병관리청(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DCA)에서 발표한 ‘2019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30세이

상 성인 중 남성의 16.3%, 여성의 12.7%가 당뇨병으로 진단되었으며, 

201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KDCA, 2020).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는 당뇨병을 비감염성 질환(Non-Communicable Diseases) 

중 매우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로서, 전세계적인 사망원인 중 9위에 해

당된다고 보고하였다(WHO, 2020a). 또한, 국내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당뇨병이 국내 사망원인의 6위로 보고

되고 있어, 당뇨병에 대한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Statistics Korea, 2020).  

체력은 만성질환 그리고 사망을 예측하는데 있어 중요한 인자로서 인

식되어 왔으며, 체력의 요소 중 근력은 만성질환의 관리 및 예방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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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이다(Blair 

et al., 1995; Katzmarzyk et al., 2007; Wolfe, 2006). 골격근은 근수축

을 통해 근력을 발생시키는 신체의 구성요소로서 당 대사(glucose 

metabolism) 및 단백질 대사(protein metabolism)가 이뤄지는 인체 내

의 기관 중 하나이다(Bonaldo & Sandri, 2013; DeFronzo, 2004; 

Shulman et al., 1990). 따라서, 골격근의 특성으로 알려진 근력과 근육

량이 감소될 경우 비만 및 인슐린 저항성을 포함한 만성질환의 발병과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rtero et al., 2012; 

Jackson et al., 2010; Yang, 2014). 뿐만 아니라 근력이 높을수록 심폐

체력과는 독립적으로 당뇨병의 발병률을 감소시키며(Sawada et al., 

2010; Wang et al., 2019), 근력이 낮을수록 심혈관질환 관련 사망 및 

전체 사망률(all-cause mortality)의 위험이 증가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다(Jochem et al., 2019; Ruiz et al., 2008; Timpka et al., 

2014). 근력 증진을 위한 저항성 운동 또한 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Abd El-Kader, 2011; 

Artero et al., 2012; Lee et al., 2017). 따라서, 이러한 근거들을 토대

로 국내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에서는 

2013년도 ‘한국인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서’를 발간하였으며, 미국의 경

우 2008년에 이어 2018년도 ‘Physical Activity Guidelines for 

Americans 2nd edition’의 개정을 통해 규칙적인 근력운동을 하도록 권

고하고 있다(MOHW, 2013; USDHHS, 2018). 하지만 국내 질병관리청

의 자료에 따르면 만19세 이상 성인의 근력운동 실천율은 2017년 기

준 21.6%에 불과하며, 더욱이 당뇨병 유병자의 실천율은 17.8%로 5명 

중 1명이 되지 않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어 근력운동 부족의 

해결을 위한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KDCA, 2019, 2020).  

당뇨병은 고혈당이 장기간 유지되는 만성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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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향후 합병증의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혈당 관리를 요구한다

(Gallagher et al., 2009). 더욱이 서양인과 비교하여 아시아인의 당뇨

병에 대한 발병 시기가 이른 것으로 나타나 아시아인의 합병증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amachandran et al., 2012). 당

뇨병을 진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공복혈당검사와 경

구당부하검사가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의 측정 결과는 

그 당시의 혈당이라는 단기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어 

당뇨병 유병자의 평상시 혈당 조절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수개월 

간의 혈당 상태를 의미하는 당화혈색소(glycated hemoglobin A, 

HbA1c)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Sacks, 2011; Sherwani et al., 

2016). 이에 따라 대한당뇨병학회(Korean Diabetes Association, 

KDA)와 미국당뇨병학회(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ADA)에서는 

각각 당뇨병 유병자의 목표 혈당 수준을 당화혈색소 6.5% 미만과 

7.0% 미만으로 설정하여 혈당을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ADA, 

2021b; KDA, 2019).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당뇨병학회의 자료에 따

르면 국내 당뇨병 유병자 중 당화혈색소가 6.5% 미만으로 잘 조절되고 

있는 유병자는 28.3%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Jung et al., 

2021).  

국민건강영양조사(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는 질병관리청에서 매년 시행되고 있는 조사로서 

제6기 2차년도인 2014년부터 근력의 지표로서 악력을 측정하기 시작

하였다(KDCA, 2016). 하지만 현재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자료를 활

용하여 만19세 이상 한국 성인의 악력과 당뇨병 유병률 간의 연관성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은 악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저 질환이 있는 

인원을 제외하지 않고 기저 질환에 대한 유무를 공변인으로서 고려하

여 분석하였으며(Choi, 2019; Hong et al., 2021), 당뇨병 유병자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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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악력과 혈당 조절률 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

이다(Bawadi et al., 2020). 따라서 2014~2019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의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악력과 당뇨병 유병률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당뇨병 유병자를 대상으로 악력과 혈당 조절률 간

의 연관성을 파악한다면, 매우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당뇨병의 예방과 당뇨병 유병자의 평상시 혈당 상태를 관리하는데 있

어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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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14~2019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1. 한국 성인의 악력 수준에 따른 당뇨병 유병률과의 연관성을 확인

하는 것이다. 

 

2. 당뇨병 유병자를 대상으로 악력 수준에 따른 혈당 조절률과의 연

관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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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1. 악력이 높은 그룹에 비해 낮은 그룹이 당뇨병 유병률에 대한 

오즈비가 높을 것이다. 

 

2. 당뇨병 유병자 중 악력이 높은 그룹에 비해 낮은 그룹의 혈당 

조절률에 대한 오즈비가 낮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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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1. 국민건강영양조사는 횡단면 조사로 악력과 당뇨병 유병률 및 혈당 

조절룰 간의 인과관계를 밝혀낼 수 없다. 

 

2. 제2형 당뇨병 유병자를 선정하기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한 

만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임산부와 만19세 미만은 

제외하였다.  

 

3. 만19세 이상 성인 중 설문지 혹은 혈액 검사 결과가 결측인 

인원은 제외하였다. 

 

4.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경구당부하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경구당부하

검사로 인한 당뇨병 유병자는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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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당뇨병  

1.1. 당뇨병의 정의 

당뇨병이란 췌장의 베타 세포(β-cell)에서 인슐린이 충분하지 분비되

지 않거나 골격근 및 간과 지방세포에서 인슐린 저항성(insulin 

resistance)이 발생함으로 인해 혈당을 흡수하지 못하여 만성적으로 높

은 혈당 수준을 보이는 대사적 장애를 의미한다(Kerner & Brückel, 

2014). 이러한 높은 혈당 수준이 조절되지 못하고 지속될 경우 신부전, 

시력상실, 신경손상 그리고 말초동맥질환과 같은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IDF, 2019). 또한, 당뇨병은 심혈관질환의 

발병과 사망 그리고 암으로 인한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인 위험 

요인으로 인식되어 지속적인 관리와 확인이 필요하다(Emerging Risk 

Factors Collaboration, 2010; Kodama et al., 2013; Rao Kondapally 

Seshasai et al., 2011).  

비인슐린 의존성 당뇨병(noninsulin-dependent diabetes mellitus, 

NIDDM)으로 알려진 제2형 당뇨병은 전체 당뇨병 유병자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당뇨병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ADA, 2021a). 

이는 낮은 신체활동 수준, 비만, 흡연, 과도한 음주 또는 유전적인 요

인으로 인해 간과 지방 세포, 그리고 골격근에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되

거나 췌장의 베타 세포의 기능 장애(β-cell dysfunction)를 유발하여 

혈당이 과도하게 순환되는 상태를 의미한다(DeFronzo, 2004; Zheng 

et al., 2018). 일반적으로 제2형 당뇨병의 발병은 성인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식단의 서구화로 인한 청소년기의 비만율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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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신체활동의 부족으로 인해 청소년 시기의 제2형 당뇨병 발병률 또

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en et al., 2012; 

Hannon et al., 2005). 

세계보건기구는 제2형 당뇨병 유병자에 대한 혈당 관리의 기초로서 

정상 체중 유지, 규칙적인 신체활동, 금연, 금주, 그리고 건강한 식이 

섭취를 포함한 생활습관의 변화를 통해 혈당을 조절할 수 있도록 권고

하고 있다(WHO, 2020b). 하지만, 적절한 생활습관의 변화에도 불구하

고 높은 혈당 수준이 조절되지 않을 경우, 혈당강하제 혹은 인슐린 투

여와 같은 약물 치료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IDF, 2019). 

 

1.2.  당뇨병 진단기준 

당뇨병을 진단하는데 있어 정확하고 획일화된 방법을 위해 National 

Diabetes Data Group(NDDG)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각각 1979년과 

1980년도에 공복혈당검사와 경부당부하검사를 통한 당뇨병 진단 기준

을 발표하였으며(NDDG, 1979; WHO, 1980), 1985년도 세계보건기구

에서는 당뇨병의 진단기준을 NDDG의 기준과 동일하게 수정하여 재발

표하였다(WHO, 1985). 이후 1997년 미국당뇨병학회에서는 NDDG와 

세계보건기구의 기준 및 선행 연구들을 기반으로 개정된 진단기준을 

제시하였다(Gavin III et al., 1997). 미국당뇨병학회는 경구당부하검사가 

연구 환경에서는 진단 방법으로서 적합하지만, 임상 현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더 효율적인 공복혈당검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Gavin III et al., 1997). 또한, 2009년도 미국당뇨병학회

와 유럽당뇨병학회(the Europ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Diabetes) 그리고 세계당뇨병협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한 International 

Expert Committee에서 추가적인 진단기준으로서 당화혈색소를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다(International Expert Committee, 2009). 이러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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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기반으로, 현재 전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식적인 당뇨병의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ADA, 2021a; IDF, 2019). 

① 공복혈당 ≥ 126 mg/dL 혹은 

② 2시간 경구당부하검사 ≥ 200 mg/dL 혹은 

③ 당화혈색소 ≥ 6.5% 혹은 

④ 무작위 혈당 ≥ 200 mg/dL 

 

1.3. 당뇨병의 유병률 

전세계적으로 1980년부터 2014년도까지 근 35년 간의 당뇨병 유병

률은 남성의 경우 4.3%에서 9.0%로, 여성의 경우 5.0%에서 7.9%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Zhou et 

al., 2016). 세계당뇨병협회에서는 이러한 증가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45년도 당뇨병 유병자 수는 2019년도의 유병자 수와 비교하였을 때 

51% 증가한 대략 7억 명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IDF, 2019). 당뇨병

의 발병 위험과 관련되어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

르면, 아시아인은 유전적으로 당뇨병이 발병되기 쉬운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연령,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그리고 허리 둘레와 

같은 당뇨병 발병의 위험요인에 대한 역치점이 서양인에 비해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Ramachandran et al., 2012). 실제로, 2005년부터 2015

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11년 간의 국내 당뇨병 유

병률 추이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30세 이상 성인 중 남성은 

9.9%에서 11.4%, 여성은 7.9%에서 8.7%로 선행 연구와 동일하게 지

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전세계의 유병률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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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혈당 조절률 

당뇨병을 진단하는데 있어 공복혈당검사와 경구당부하검사는 최적기

준(gold standard) 방법으로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공복혈당

검사와 경구당부하검사는 스트레스 또는 운동과 같은 급성 요인의 영

향을 받으며, 검사 시점 당시의 혈당 상태라는 단기적인 수치를 의미한

다는 제한점이 있다(Sacks, 2011). 그에 비해 당화혈색소 검사는 적혈

구 내의 헤모글로빈과 결합된 혈당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며, 혈당

은 적혈구 내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적혈구의 생애 주기 동안 결합

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Little & Sacks, 2009). 일반적으로 적혈구의 

생애 주기는 약 120일 정도이므로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당화

혈색소는 약 2-3개월 동안의 장기적인 혈당 상태를 의미하게 된다

(Bennett et al., 2007). 이러한 검사 결과의 특성으로 인해 당화혈색소 

검사는 당뇨병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당뇨병 환자

들의 평상시 혈당 조절 상태와 향후 합병증에 대한 위험을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사용되고 있다(Weykamp, 2013). 따라서 현재 장기적인 혈

당 상태를 의미하는 당화혈색소와 당뇨병의 합병증 사이의 연관성을 

밝혀내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약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당화혈색소와 심혈관질환 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코호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화혈색소가 6.5% 미만인 그룹을 

기준으로 당화혈색소가 높아질수록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및 심혈

관질환 발병에 대한 위험비(hazard ratio)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

성을 보이며, 당화혈색소가 8% 이상인 그룹의 위험비는 1.5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vensson et al., 2017). 또한, 46편의 전체 사망률과 

당화혈색소 간의 관련성에 대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

과, 당화혈색소가 6.0-7.0%인 그룹과 비교하여 당화혈색소가 9.0% 초

과인 그룹의 사망 위험비는 1.69배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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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vero Redondo et al., 2017). 이러한 근거들을 토대로 현재 대한당

뇨병학회와 미국임상내분비학회(American Association of Clinical 

Endocrinologists)에서는 당뇨병성 합병증에 대한 위험을 낮추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당뇨병 유병자들의 당화혈색소 수준을 6.5% 

미만으로 낮출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KDA, 2019; Rodbard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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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악력  

2.1.  악력의 정의 

근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실험실 기반 측정 방법과 현장 기

반 검사가 있다. 실험실 기반 측정 방법은 등척성 검사인 악력 측정과 

무릎 신전근 검사(knee extension test), 그리고 고가의 장비를 이용한 

등속성 검사가 있으며, 현장 기반 검사는 1-RM 검사 방법이 있다

(Levinger et al., 2009). 이러한 방법들 중 등속성 검사와 1-RM 측정 

방법은 모두 최적기준 방법으로 인식되며 사용되고 있으나, 등속성 검

사는 고가의 측정 장비와 훈련된 측정자의 정확한 측정 기술이 필요하

다는 특성으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한계점이 있다(Jones & 

Bampouras, 2010). 또한, 1-RM 검사의 경우 사전에 운동 경험이 없

는 대상자는 측정 동작에 대해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하며, 등속성 검사

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훈련된 보조자가 필요하다는 제한점이 있다

(Levinger et al., 2009; Seo et al., 2012).  

등척성 검사 중 악력은 근력을 측정하는 여러 방법 중 측정 시간이 

가장 빠르고 방법이 간단하며 비용이 적다는 용이성으로 인해 임상 현

장 및 역학(epidemiology)분야에서 근력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

주 사용되어지고 있다(Lauretani et al., 2003; Mijnarends et al., 2013). 

악력은 손가락의 협응력을 통해 손으로 물건을 잡는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이며(KDCA, 2016),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Fiebert et al., 1996). 악력은 측정 시 측정 도구에 나타나

는 킬로그램(kg) 또는 파운드(lb) 단위의 직관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사

용하며, 이를 절대 악력(absolute grip strength)이라고 한다. 이러한 

악력은 노화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근감소증(sarcopenia)

과 노쇠(frailty)에 대한 공식적인 진단기준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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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jnarends et al., 2013; Silva et al., 2010; Syddall et al., 2003). 또

한 악력이 전체 사망률, 심혈관질환 사망률 및 발병률, 그리고 암의 발

병을 예측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이다(Celis-Morales et al., 2018; Leong et al., 2015). 

하지만 일부 선행 연구에서는 신장과 체중이 악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여 이를 고려한 상대 악력(relative grip strength) 사용

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Bohannon et al., 2012; Prestes & Tibana, 

2013).  

 

2.2.  근력과 악력의 연관성 

악력 측정은 상지 근력의 어깨 회전근(shoulder rotators) 및 벌림근

(abductors), 그리고 팔꿈치 굽힘근(elbow flexor)에 대한 등속성 검사 

결과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지 근력을 대표할 수 

있는 측정 방법이다(Mandalidis & O'Brien, 2010). 또한 악력은 무릎 

신전근의 1-RM 측정과 등속성 및 등척성 검사 각각의 결과들과 높은 

상관관계 및 신뢰도를 보여 하지 근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근력을 대

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Bohannon, 2019; Nunes et al., 

2020).  

악력은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 기능과 근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적합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어 왔다(Bohannon, 2008; Lauretani 

et al., 2003; Syddall et al., 2003). 하지만, 8세에서 20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깨 벌림근, 악력, 고관절 굽힘근(hip flexors) 및 발등 

굽힘근(ankle dorsiflexors)의 검사 결과 값을 합친 총 근력과 악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총 근력과 악력 사이의 높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ind et al., 2010). 또한,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악력이 무릎 신전근과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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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를 보여 노인 뿐만 아니라 성인의 전신 근력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인 것으로 보고하였다(Bohannon et al., 2012). 

 

2.3.  근력과 당뇨병 

건강한 성인의 골격근은 체중의 약 40~50%를 차지하며, 당 대사가 

이뤄지는 주된 신체 조직으로서 식후 상태에서 인슐린 작용을 통해 혈

당의 약 70~90%를 근글리코겐의 형태로 전환하여 저장한다(Jensen 

et al., 2011; Thiebaud et al., 1982). 또한, 운동 및 신체활동을 통한 

골격근의 발달은 당 대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Yang, 2014). 

따라서, 골격근량의 감소 및 근육세포 내 지질의 축적은 골격근의 인슐

린 저항성을 유발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당뇨병 발병의 위험요인

으로 작용하게 된다(Petersen & Shulman, 2006). 이러한 근거들을 토

대로 골격근의 특성인 근력 및 근육량과 당뇨병 발병 간의 관계를 분

석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감소된 근육량은 높은 당뇨병 발병률

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arsen et al., 2016; Tanaka et 

al., 2020). 근력과 당뇨병 발병률 간의 연관성에 대해 분석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력이 가장 낮은 그룹과 비교하여 중간 

그룹의 당뇨병 발병에 대한 위험비가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Wang et al., 2019). 또한, Casey Crump 등(2016)의 전향적 코호트 

연구 결과는 심폐체력과 독립적으로 근력이 가장 높은 그룹에 비해 가

장 낮은 그룹의 당뇨병 발병에 대한 상대위험도가 1.52배 증가한 것으

로 보고하였으며, 근력과 당뇨병 발병률 간의 연관성에 대한 11편의 

전향적 코호트 연구를 체계적 문헌고찰과 양-반응 메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근력이 1 표준편차 증가할수록 당뇨병의 발병 위험이 13% 감

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Tarp et al., 2019). 이러한 근거들을 기반으로 

국내 및 미국의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신체활동 지침서에 따르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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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이점이 있는 근력 증진을 위해 신체의 주요 근육군들을 포함한 근

력운동을 주 2-3회 이상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MOHW, 2013; PAGAC,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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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4~20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만

19세 이상 한국 성인의 악력과 당뇨병 유병률 및 혈당 조절률 간의 연

관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자료의 출처인 국민건강영

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하여 매년 질병관리청에서 시행

하는 전국 규모의 법정조사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목적은 국민의 건

강행태와 만성질환의 유병현황 그리고 식품 및 영양섭취실태에 대한 국

가 단위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갖춘 통계를 산출하는 것이다(KDCA, 

2016). 본 연구에서 분석된 자료는 질병관리청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

인을 받아 조사되었다(KDCA, 2018). 

1.1. 한국 성인의 악력과 당뇨병 유병률 간의 연관성 

한국 성인의 악력과 당뇨병 유병률 간의 연관성 분석을 위한 최종 분

석 연구대상 선정 과정은 그림 1에 도식화 하였다. 2014~2019년도 국

민건강영양조사의 총 조사 대상자 45,022명 중에서 임신 중인 인원 

182명, 만19세 미만인 대상자 8,855명, 그리고 악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혈관질환과 암 진단이 있는 인원 2,978명을 확인하여 제외하였

다(n=12,015). 당뇨병 진단 관련 변수로서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 측

정값이 결측인 1,584명, 악력의 측정 중 어떠한 이유로 인해 양손을 

모두 측정하지 않은 인원 2,406명을 제외하였다(n=3,990). 공변인

(covariates)은 부모의 당뇨병에 대한 의사진단 여부, BMI, 교육수준, 

소득수준, 흡연, 음주, 그리고 고혈압과 고콜레스테롤혈증 순서로 결측

인 인원을 확인하여 총 3,665명을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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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선정 과정을 거친 총 25,352명을 대상으로 한국 성인의 악력과 

당뇨병 유병률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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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Flow diagram of participants: associations between grip 

strength and the prevalence of diab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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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당뇨병 유병자의 악력과 혈당 조절률 간의 연관성 

당뇨병 유병자를 대상으로 악력과 혈당 조절률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

기 위한 최종 분석 연구 대상자 선정 과정은 그림 2에 도식화 하였다. 

한국 성인의 악력과 당뇨병 유병률 간의 연관성 분석을 위한 총 대상

자인 25,352명 중에서 당뇨병으로 진단되지 않은 인원 22,848명을 제

외하였으며, 혈당 조절 여부와 인슐린 사용에 대한 변수가 결측인 인원 

6명을 확인하여 제외하였다(n=22,854). 따라서, 최종적으로 한국 성인 

당뇨병 유병자의 악력과 혈당 조절률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한 당

뇨병 유병자 2,498명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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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Flow diagram of participants: associations between grip 

strength and glycemic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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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분석 

2.1. 악력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2014년도부터 근력과 건강수준 및 위험요인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근력의 지표로서 악력 측정을 시작하였

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악력 측정을 위해 Takei 사의 디지털 악

력계 Model T.K.K. 5401(Takei Scientific Instruments Co., Ltd, 

Tokyo, Japan)을 사용하였으며, 사전 시진 및 문진을 통해 악력 측정

이 불가능한 인원은 측정에서 제외한 후 수행되었다. 측정 방법은 조사 

참여자의 두 번째 손가락 마디가 손잡이와 수직이 되도록 악력계의 손

잡이를 조절하였다. 악력계를 조절한 후 올바른 측정 자세를 인지하도

록 하여 양손 모두 각각 3회씩 측정하였으며, 측정 간 1분의 휴식 시

간을 제공하였다(KDCA, 2016). 

 

 

그림 3. Takei Digital Grip Strength Dynamometer, Model T.K.K. 5401 

 

본 연구에서 악력은 상대 악력으로 정의하였으며, 상대 악력 값은 다

음의 과정을 통해 산출하였다. 양손 모두 측정한 인원을 대상으로 양손 

악력의 최대값을 합한 후 평균을 산출하여 절대 악력으로 정의하였다

(Celis-Morales et al., 2017; Leong et al., 2015). 이렇게 산출된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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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력을 신장과 체중이 고려된 BMI로 표준화하여 산출된 값을 상대 악

력으로 정의하였다(Lawman et al., 2016). 상대 악력은 분석 각 연구대

상에 따라 성별과 연령대를 고려하여 3분위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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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당뇨병 및 혈당 조절률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채혈을 수행하기 위해 만10세 이상인 조사 

참여자 중에서 채혈에 동의하였으며 채혈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조사 참여자를 채혈 대상자로 구분하였고, 채혈은 간호사 및 보건관련

전공자에 의해 수행되었다(KDCA, 2016).  

본 연구에서는 미국당뇨병학회의 진단 기준에 따라 혈액 검사 전 공

복 시간이 최소 8시간 이상인 대상자 중 공복혈당이 126 mg/dL 이상

이거나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일 경우 제2형 당뇨병 유병자로 정의

하였다(ADA, 2021a). 

또한, 당뇨병으로 진단된 인원을 대상으로 악력과 혈당 조절률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대한당뇨병학회와 미국임상내분비학회에서 제

시하는 혈당 조절의 기준을 적용하여 당뇨병 유병자 중 당화혈색소가 

6.5% 미만일 경우 혈당이 조절되고 있음으로 정의하였다(KDA, 2019; 

Rodbard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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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변인 

악력과 당뇨병 유병률 및 조절률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는데 있어 혼

동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10가지 요인(연령, 성별, 교육수준, 소득 

수준, 음주, 흡연, 가족력, 비만,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들을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공변인으로 선정하였다(Manda et al., 2020; Wang et 

al., 2019). 추가적으로 당뇨병 유병자의 혈당 조절에 혼동변인으로 작

용할 수 있는 인슐린 사용 여부를 공변인으로 선정하였다(Bawadi et 

al., 2020). 연령은 연속형 변인으로 보정하였고, 성별, 교육수준, 소득

수준, 음주, 흡연, 가족력, 비만,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그리고 인슐

린 사용 여부는 범주형 변인으로 보정하였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

업 이하,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졸업 이상으

로 구분하였으며, 소득수준은 연령대와 성별을 고려하여 하, 중하, 중

상, 상으로 구분하였다. 음주는 최근 1년간 월 1회 미만과 월 1회 이

상, 그리고 비음주로 구분하였고, 흡연은 과거흡연과 현재흡연, 그리고 

비흡연으로 구분하였다(KDCA, 2018). 당뇨병의 가족력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당뇨병에 대한 의사진단이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가족력이 

있음과 없음으로 구분하였고, 비만 여부는 BMI < 18.5일 경우 저체중, 

18.5 ≤ BMI < 23 일 경우 정상, 23 ≤ BMI < 25 일 경우 과체중, 그

리고 25 ≤ BMI 일 경우 비만으로 구분하였다(Kim et al., 2014). 악력

과 혈당 조절률 간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 시에는 저체중에 해당하는 

인원이 충분하지 않아 정상 그룹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n=11). 고혈

압과 고콜레스테롤혈증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ADA, 

2021c; Expert Panel on Detection, 2001).  

① 고혈압: 수축기혈압 ≥ 140 mmHg or 이완기혈압 ≥ 90 mmHg 

or 고혈압 관련 약물 복용 

② 고콜레스테롤혈증: 총콜레스테롤 ≥ 240 mg/dL or 콜레스테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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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제 복용 

또한 악력과 혈당 조절률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인슐린 사용 

여부를 추가적으로 보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당뇨병 유

병자 중에서 혈당 관리를 위해 인슐린 주사 투여를 하는지에 대한 질

문의 대답을 기준으로 예, 아니오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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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분석 

한국 성인 및 당뇨병 유병자의 악력 수준에 따른 연구 대상자의 특성

을 나타내기 위해 연속형 변인은 평균과 표준오차로 나타내었으며, 범

주형 변인은 빈도수와 가중치가 적용된 비율(weighted %)로 자료의 형

태를 제시하였다. 또한 악력 그룹 간 연구 대상자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one-way ANOVA와 chi-square 검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악

력과 당뇨병 유병률 및 혈당 조절률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오즈비

와 95% 신뢰구간을 제시하여 관계의 유의성을 나타냈다. Model 1은 

연령과 성별을 보정하였으며, Model 2는 연령과 성별을 포함한 모든 

공변인을 보정하여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악력과 혈당 조절률 간의 

연관성 분석에서 Model 3는 인슐린 사용 여부를 보정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시 악력이 가장 높은 그룹(upper)을 기준 그룹

(reference group)으로 설정하였으며, 악력의 분위수가 증가함에 따라 

당뇨병 유병률 및 혈당 조절률 간의 연관성이 변화하는지 비교하기 위

해 p for trend를 분석하였다. 모든 원시 자료의 처리와 통계 분석은 

SAS software (version 9.4; SAS INC)를 이용하였으며, 모든 분석의 

통계적 유의 수준은 p < 0.05 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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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한국 성인의 악력과 당뇨병 유병률 간의 연관성 

1.1.  연구 대상자의 특성 

한국 성인의 악력과 당뇨병 유병률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악

력을 3분위수로 분류한 총 연구 대상자 25,352명의 특성은 표 1에 제

시하였다. 악력이 높은 그룹(upper)에서 대학교 졸업 이상, 높은 소득

수준, 현재 흡연자, 주기적으로 음주하는 인원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비만, 당뇨병 가족력 그리고 고혈압 및 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진단된 

인원의 비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과 연령대를 구

분하여 분류된 각 분위수에 대한 기준점(cut-off point)은 부록 표 1과 

부록 표 2에 제시하였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연령대가 

고려된 4분위와 5분위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기준점은 부록 표 3

부터 부록 표 6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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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in KNHANES, 2014-2019 according to grip strength tertiles 

Characteristics 
All 

(n = 25,352) 

Grip strength 

p value Upper 

(n = 8,449) 

Middle 

(n = 8,456) 

Lower 

(n = 8,447) 

Age 44.56±0.16 44.30±0.22 44.54±0.22 44.83±0.25 0.211 

Sex     0.624 

Men 11125 (50.7) 3708 (51.0) 3710 (50.8) 3707 (50.2)  

Women 14227 (49.3) 4741 (49.0) 4746 (49.2) 4740 (49.8)  

Education     <.001 

Elementary school 3956 (10.7) 1073 (8.4) 1325 (10.9) 1558 (12.9)  

Middle school 2313 (7.5) 742 (7.0) 776 (7.6) 795 (8.0)  

High school 8829 (37.7) 3142 (40.2) 2965 (37.7) 2722 (35.1)  

Undergraduate 10254 (44.1) 3492 (44.4) 3390 (43.8) 3372 (44.0)  

House income     <.001 

Low 3773 (12.2) 1096 (10.7) 1189 (11.5) 1488 (14.5)  

Middle low 6146 (23.6) 1969 (22.7) 2054 (23.4) 2123 (24.7)  

Middle high 7318 (30.5) 2482 (31.1) 2497 (31.0) 2339 (29.4)  

High 8115 (33.7) 2902 (35.5) 2716 (34.1) 2497 (31.4)  

Obesity     <.001 

Underweight 1015 (4.4) 684 (8.8) 230 (3.0) 101 (1.3)  

Normal 10026 (39.6) 4819 (56.8) 3262 (38.9) 1945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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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weight 5826 (22.4) 1822 (21.3) 2215 (25.6) 1789 (20.5)  

Obese 8485 (33.6) 1124 (13.2) 2749 (32.4) 4612 (55.6)  

Smoking     0.007 

Never 15426 (57.0) 5065 (55.5) 5137 (57.0) 5224 (58.8)  

Before 5186 (20.8) 1715 (21.2) 1769 (21.1) 1705 (20.1)  

Current 4740 (22.1) 1672 (23.3) 1550 (22.0) 1518 (21.1)  

Alcohol     <.001 

Never 2419 (7.5) 729 (6.6) 791 (7.1) 899 (8.8)  

< once per month 8470 (31.3) 2781 (30.6) 2735 (30.6) 2954 (32.8)  

≥ once per month 14463 (61.2) 4939 (62.8) 4930 (62.3) 4594 (58.3)  

Family history     <.001 

Yes 4902 (20.3) 1534 (19.0) 1623 (20.2) 1745 (21.7)  

No 20450 (79.7) 6915 (81.0) 6833 (79.8) 6702 (78.3)  

Hypertension     <.001 

Yes 6964 (23.1) 1866 (18.2) 2342 (22.6) 2756 (28.6)  

No 18388 (76.9) 6583 (81.8) 6114 (77.4) 5691 (71.4)  

Hypercholesterolemia     <.001 

Yes 5026 (17.2) 1379 (13.7) 1704 (17.3) 1943 (20.8)  

No 20326 (82.8) 7070 (86.3) 6752 (82.7) 6504 (79.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E or No. (weighted %).  

KNHANE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SE, 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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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악력과 당뇨병 유병률 간의 연관성 

한국 성인의 악력과 당뇨병 유병률 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연령, 성별을 보정하여 분석한 Model 1의 결과에서 

악력이 높은 그룹에 비해 중간 그룹의 당뇨병 유병률에 대한 오즈비는 

1.63배 (95% CI, 1.43-1.87) 증가되었으며, 낮은 그룹에서 2.54배 

(95% CI, 2.23-2.89) 증가되었다. Model 2에서 당뇨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공변인을 모두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 Model 1에 비

해 오즈비가 감소되었지만, 악력이 높은 그룹에 비해 중간 그룹에서 오

즈비가 1.30배 (95% CI, 1.21-1.50), 낮은 그룹에서 1.68배 (95% CI, 

1.46-1.94) 증가되었다. 또한 연령과 성별을 보정하였을 때, 악력이 

0.05 (kg/BMI) 증가함에 따라 당뇨병 유병률에 대한 오즈비가 7% (OR, 

0.93; 95% CI, 0.92-0.94) 감소하였으며, 모든 공변인을 보정하였을 때

도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OR, 0.94; 95% CI, 0.95-0.97).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4분위와 5분위에 대한 당뇨병 유병률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는 부록 표 7과 부록 표 8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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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Associations between grip strength and the prevalence of diabetes 

Grip strength N cases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Model 1 Model 2 

Upper 8,449 551 1 (reference) 1 (reference) 

Middle 8,456 804 1.63 (1.43-1.87) 1.30 (1.21-1.50) 

Lower 8,447 1,149 2.54 (2.23-2.89) 1.68 (1.46-1.94) 

p for trend   <.001 <.001 

Incremental per  

0.05 kg/BMI 
  0.93 (0.92-0.94) 0.94 (0.95-0.97) 

Values are presented as ORs (95% CI).  

Model 1 was adjusted for age, sex. 

Model 2 was adjusted for model 1 plus education, house income, smoking, alcohol, family history of diabetes, obesity, hypertension and hypercholesterolemia.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BMI,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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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악력과 당뇨병 유병률 간의 연관성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악력과 당뇨병 유병률 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4에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악력

이 낮을수록 당뇨병 유병률과 연관성이 있는 경향성을 보였으며, 45세 

미만, 남성, 흡연자, 비음주자, 고혈압이 있는 그룹과 고콜레스테롤혈증

이 없는 그룹에서 악력과 당뇨병 유병률 간의 연관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에 따른 4분위와 5분위에 대한 당뇨병 유병률 간

의 연관성에 대한 결과는 부록 그림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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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ubgroup analysis for the associations between grip strength 

and the prevalence of diabetes. 

Values are presented as odds ratios (95% confidence interval).  

The highest grip strength level was defined as reference group.  

Models were adjusted age, sex, education, house income, smoking, 

alcohol, family history of diabetes, obesity, hypertension and 

hypercholesterolemia.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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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뇨병 유병자의 악력과 혈당 조절률 간의 연관성 

2.1.  연구 대상자의 특성 

한국 성인 당뇨병 유병자의 악력과 혈당 조절률 간의 연관성을 분석

하기 위한 연구 대상자 2,498명의 특성은 표 4에 제시하였다. 악력이 

높은 그룹(upper)에서 높은 소득수준과 주기적으로 음주하는 인원의 

비율이 높은 것에 비해, 대학교 졸업 이상, 비만, 고혈압, 인슐린을 사

용하는 인원의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과 연령대를 

구분하여 분류된 각 분위수에 대한 기준점(cut-off point)은 부록 표 9

와 부록 표 10에 제시하였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연령

대가 고려된 4분위와 5분위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기준점은 부록 

표 11부터 부록 표 14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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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with diabetes in KNHANES, 2014-2019 according to grip strength tertiles 

Characteristics 
All 

(n = 2,498) 

Grip strength 

p value Upper 

(n = 834) 

Middle 

(n = 836) 

Lower 

(n = 828) 

Age 57.07±0.32 56.71±0.52 56.87±0.54 57.64±0.58 0.463 

Sex     0.965 

Men 1307 (57.8) 436(58.1) 438(57.9) 433(57.4)  

Women 1191 (42.2) 398(41.9) 398(42.1) 395(42.6)  

Education     0.003 

Elementary school 780 (24.9) 227(21.5) 262(24.1) 291(29.1)  

Middle school 400 (15.3) 131(15.8) 131(15.2) 138(14.9)  

High school 783 (34.7) 301(40.1) 262(34.7) 220(29.3)  

Undergraduate 535 (25.0) 175(22.5) 181(26.0) 179(26.6)  

House income     <.001 

Low 662 (22.5) 183(17.3) 219(23.3) 260(27.3)  

Middle low 702 (27.9) 233(26.8) 242(29.3) 227(27.7)  

Middle high 578 (25.2) 210(28.7) 186(23.0) 182(23.8)  

High 556 (24.3) 208(27.2) 189(24.5) 159(21.2)  

Obesity     <.001 

Normal 571 (22.3) 326(38.3) 160(18.8) 85(9.3)  

Overweight 591 (22.6) 235(27.5) 222(25.7) 134(14.5)  

Obese 1336 (55.1) 273(34.2) 454(55.5) 60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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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oking     0.392 

Never 1305 (48.2) 429(46.1) 442(49.5) 434(49.0)  

Before 664 (27.0) 236(29.5) 220(26.8) 208(24.7)  

Current 529 (24.8) 169(24.4) 174(23.7) 186(26.3)  

Alcohol     0.012 

Never 403 (13.7) 111(11.4) 131(12.9) 161(16.8)  

< once per month 823 (31.0) 272(30.7) 263(29.7) 288(32.6)  

≥ once per month 1272 (55.4) 451(58.0) 442(57.4) 379(50.6)  

Family history     0.465 

Yes 725 (33.1) 234(31.7) 258(35.0) 233(32.7)  

No 1773 (66.9) 600(68.3) 578(65.0) 595(67.3)  

Hypertension     <.001 

Yes 1454 (54.3) 409(45.3) 500(55.9) 545(62.2)  

No 1044 (45.7) 425(54.7) 336(44.1) 283(37.8)  

Hypercholesterolemia     0.246 

Yes 1001 (38.8) 342(38.2) 324(36.9) 335(41.3)  

No 1497 (61.2) 492(61.8) 512(63.1) 493(58.7)  

Insulin use     0.007 

Yes 129 (4.5) 32(3.1) 38(4.1) 59(6.5)  

No 2369 (95.5) 802(96.9) 798(95.9) 769(93.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E or No. (weighted %). 

KHANE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SE, 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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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당뇨병 유병자의 악력과 혈당 조절률 간의 연관성 

당뇨병 유병자의 악력과 혈당 조절률 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연령과 성별을 보정한 Model 1의 결과, 악력이 높

은 그룹에 비해 낮은 그룹의 혈당 조절에 대한 오즈비가 31% (OR, 

0.69; 95% CI, 0.50-0.95) 감소하였으며, 중간 그룹의 오즈비는 25% 

(OR, 0.75; 95% CI, 0.55-1.02) 감소하였지만 유의하지 않았다. Model 

2에서 모든 공변인을 보정한 결과, 악력이 높은 그룹에 비해 중간 그

룹의 혈당 조절에 대한 오즈비는 28% (OR, 0.72; 95% CI, 0.52-0.99) 

감소하였으며, 낮은 그룹에서 35% (OR, 0.65; 95% CI, 0.45-0.93) 감

소하였다. 추가적으로 혈당 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슐린 사용 

여부를 보정한 결과, 악력이 높은 그룹에 비해 낮은 그룹의 오즈비가 

33% (OR, 0.67; 95% CI, 0.47-0.96) 감소하였다. 또한, 악력이 0.05 

(kg/BMI)만큼 증가함에 따라 혈당 조절률에 대한 오즈비가 모든 공변

인을 보정하였을 때, 1.04배 (95% CI, 1.01-1.07) 증가하였으며, 추가

적으로 인슐린 사용 여부를 보정하고도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4분위와 5분에 대한 혈당 조절률과의 연관성에 대한 결과는 부록 표 

15와 부록 표 16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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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Associations between grip strength and glycemic control in diabetic patients 

Grip Strength N cases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Model 1 Model 2 Model 3 

Upper 834 147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Middle 836 118 0.75 (0.55-1.02) 0.72 (0.52-0.99) 0.73 (0.53-1.01) 

Lower 828 106 0.69 (0.50-0.95) 0.65 (0.45-0.93) 0.67 (0.47-0.96) 

p for trend   0.021 0.017 0.029 

Incremental  
per 0.05 kg/BMI 

  1.03 (1.01-1.06) 1.04 (1.01-1.07) 1.03 (1.01-1.06) 

Values are presented as ORs (95% CI).  

Model 1 was adjusted for age, sex.  

Model 2 was adjusted for model 1 plus education, house income, smoking, alcohol and family history of diabetes, obesity, hypertension, and hypercholesterolemia.  

Model 3 was adjusted for model 2 plus insulin use.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BMI,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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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성별에 따른 당뇨병 유병자의 악력과 혈당 조절률 간의 연관성 

당뇨병 유병자를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악력과 혈당 조절률 간의 연

관성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4에 제시하였다. 악력과 혈당 조절률 간의 

연관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공변인을 보정하여 분석 결과, 남

성의 경우 높은 그룹에 비해 중간 그룹에서 혈당 조절이 될 확률이 

36% (OR, 0.64; 95% CI, 0.42-0.97) 감소하였고, 낮은 그룹에서 혈당

이 조절 될 확률이 40% (OR, 0.60; 95% CI, 0.38-0.95) 감소하였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4분위와 5분위에 대한 혈당 조절률 간의 연관

성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부록 그림 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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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Subgroup analysis for the association between grip strength 

and glycemic control in diabetes men and women.  

Values are presented as ORs (95% CI), and adjusted for age, sex, 

education, house income, current smoking, alcohol intake, family 

history, obesity, hypertension, hypercholesterolemia, and insulin use.  

P-trend represents the association between grip strength and 

glycemic control in diabetes within sex.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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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1. 한국 성인의 악력과 당뇨병 유병률 간의 연관성 

본 연구의 목적은 악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혈관질환과 암 진단

을 받은 인원을 제외한 후, 만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악력과 당뇨

병 유병률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성별과 

연령대를 고려하여 구분한 악력과 당뇨병 유병률 간의 연관성을 분석

한 결과, 악력이 낮을수록 당뇨병 유병률과 더욱 강한 연관성을 나타냈

다. 또한 당뇨병 유병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혼동 변인들을 모두 보정

하여 분석한 결과, 오즈비는 다소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악력이 높은 그

룹에 비해 낮은 그룹의 오즈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본 연

구의 결과는 낮은 악력이 당뇨병과 강한 연관성을 가진다는 선행 연구

들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Boonpor et al., 2021; Lombardo 

et al., 2021; Ntuk et al., 2017; Peterson et al., 2017; Peterson et al., 

2016).  

Peterson 등(2016)의 연구는 50세 이상 멕시코인 1,841명을 대상으

로 성별을 구분하여 악력과 당뇨병 유병률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으

며, 분석 결과 악력이 높은 그룹에 비해 낮은 그룹의 오즈비가 1.69배 

(95% CI, 1.37-2.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eterson 등

(2017)은 미국과 중국의 자료를 활용하여 악력과 당뇨병 유병률 간의 

연관성을 분석 및 비교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악력이 0.05 (kg/kg) 감소

할수록 미국과 중국의 당뇨병 유병률에 대한 오즈비는 각각 1.49배 

(95% CI, 1.42-1.56), 1.17배 (95% CI, 1.11-1.23) 증가된 것으로 보고

하였다. Lombardo 등(2021)의 연구는 60세 이상의 과체중 여성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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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대상으로 악력과 당뇨병 유병 여부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으며, 

악력이 가장 낮은 그룹과 비교하여 악력이 가장 높은 그룹의 당뇨병 

유병에 대한 오즈비가 23% (OR, 0.77; 95% CI, 0.59-0.86) 낮은 것으

로 보고하였다.  

UK Biobank의 자료를 활용하여 40-69세 성인 418,656명을 대상으

로 악력과 당뇨병 유병률 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Ntuk 등(2017)의 연

구 결과에 따르면, 악력이 0.05 (kg/kg) 증가할수록 인종에 관계없이 

당뇨병 유병률에 대한 오즈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Boonpor 등(2021)의 연구는 UK Biobank의 자료를 활용하여 악력 수

준이 당뇨병 발병에 미치는 영향을 전향적으로 분석하였으며, BMI를 

보정하였을 때 악력이 높은 그룹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그룹의 당뇨병 

발병 위험비가 남성과 여성에게서 각각 2.22배 (95% CI, 1.84-2.67), 

1.96배 (95% CI, 1.52-2.53)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악력이 

0.05 (kg/kg) 감소함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당뇨병 발병 위험비가 각각 

4% (HR, 1.04; 95% CI, 1.03-1.05), 5% (HR, 1.05; 95% CI, 1.04-

1.0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oonpor et al., 2021).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의 근거들을 통해 설명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첫째, 전반적인 근력을 대표할 수 있는 악력은 장기간 저

항성 운동의 효과로 인해 나타나는 체력을 의미하므로 신체활동과 관

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ooper et al., 2017; Kim et al., 

2017). 따라서 이러한 저항성 운동 및 신체활동은 근력의 향상 뿐만 

아니라 지방의 감소 및 기초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를 통해 비만의 위

험을 낮추는 주된 요인이다(Codella et al., 2018; Strasser, 2013). 하

지만, 일반적으로 악력은 저항성 운동의 효과와 동시에 신장 및 체중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Bohannon et al., 2012; Prestes & 

Tibana, 2013), BMI를 고려한 악력은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 되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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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과 부정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awman et al., 

2016; Merchant et al., 2020). 둘째, 감소된 악력은 C-반응성 단백질

(C-reactive protein), 인터루킨-6(Interleukin 6) 및 종양괴사인자-ɑ

(Tumor Necrosis Factor-ɑ)와 같은 염증지표들의 높은 수준과 연관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amer & Molloy, 2009; Schaap et al., 

2009; Visser et al., 2002). 이러한 높은 수준의 염증지표들은 인슐린

의 신호전달을 방해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 발생의 매개체가 되는 것

으로 알려져 있어 당뇨병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Akash et al., 2018; Moller, 2000; Pradhan et al., 2001). 마지

막으로, 증가된 산화 스트레스는 인슐린 수용체 기질의 세린/트레오닌 

인산화효소의 활성으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 및 당뇨병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Rains & Jain, 2011), 여러 선행 연구들

은 낮은 악력이 증가된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

고 있다(Beck et al., 2007; Howard et al., 2007). 종합적으로, 낮은 악

력은 비만과 높은 수준의 염증지표 및 산화 스트레스와의 관계로 인해 

골격근의 인슐린 저항성과 높은 연관성을 보이며, 이러한 인슐린 저항

성은 인슐린이 원형질막(plasma membrane)에 존재하는 인슐린 수용

체(insulin receptor)에 결합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골격근의 혈당 흡

수를 방해하는 것으로 사료된다(DeFronzo, 2004; Kahn & Flier, 2000).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의 출처인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조사의 

특성상 당뇨병과 관련된 혈액 변인을 검사하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필요하고 검사 시 준수 사항이 많은 경구당부하검사는 조사되

지 않았다. 이러한 검사 방법의 제한은 당뇨병 유병률을 확인하는데 있

어 다음의 근거들로 인해 성별의 차이가 나타났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

러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공복혈당 검사를 통한 공복혈당장애

(Impaired Fasting Glucose)의 유병률은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서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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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며, 경구당부하검사를 통한 내당능장애(Impaired Glucose 

Tolerance)의 유병률은 상대적으로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Andes et al., 2020; Nathan et al., 2007; Rochlani et al., 2015; 

Unwin et al., 2002). 이를 뒷받침하듯 Sicree 등(2008)의 연구에 따르

면 남성과 비교하였을 때, 여성의 경우 평균 2시간 혈당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에 비해 공복혈당은 낮은 것

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들과 일관되게 대한당뇨병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만30세 이상 성인 남성의 32.0%가 공복혈당장애를 가지고 있

으며, 여성의 경우 22.0%로 나타나 공복혈당장애의 유병률이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Jung et al., 2021). 

이와 관련되어, 국내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코호트 조사인 한

국인 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의 자료를 기반으로 당뇨병의 발병률

을 분석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정상 혈당에 비해 당뇨병 발병에 대

한 위험비가 공복혈당장애만 (HR, 3.61; 95% CI, 2.85-4.57) 진단 되

었을 때보다 내당능장애만 (HR, 4.06; 95% CI, 3.62-4.55) 진단된 경

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an et al., 2017). 또한, 정상 성인과 비

교하여 공복혈당장애와 내당능장애가 모두 진단된 경우 한 가지만 진

단되었을 때보다 위험비가 (HR, 8.21; 95% CI, 6.79-9.94) 2배 이상 높

은 것으로 보고하여 경구당부하검사를 통한 혈당의 확인이 중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Han et al., 2017). 하지만,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당뇨병

을 진단하는 방법 중 상대적으로 검사 방법이 까다로운 경구당부하검

사를 수행하지 않아 공복혈당에 비해 2시간 혈당이 높은 여성의 당뇨

병 유병률이 과소추정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경구당부하검

사가 포함된 자료를 통하여 본 연구 결과의 확인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국민건강영양조사는 횡

단면(cross-sectional) 조사이므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추



 

 46 

론할 수 없다. 국외 선행 연구의 경우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종단

면 자료를 활용하여 악력과 당뇨병 간의 연관성에 대해 계속해서 진행

되고 있는 것에 비해, 국내의 경우 횡단면적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

어 종단면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당뇨병을 진단하는데 있어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특성상 2시간 경구당부하검사는 검진조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경구당부하검사 방법을 통한 당뇨병의 진단 기준

에 충족하는 당뇨병 유병자를 구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당뇨병의 유형인 제1형과 제2형 당뇨병을 구분하

여 조사하지 않았으므로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제1형 당뇨병으로 진단

된 연구 대상자가 포함되었을 수 있다. 하지만 선행 연구에 따르면 국

내의 전체 인구에서 제1형 당뇨병 유병자 수는 10만 명당 3.28명이며, 

만19세 미만의 경우 3.25명으로 보고되어 분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

았을 것으로 판단된다(Song et al., 2016). 따라서 추후 본 연구 결과의 

검증을 위해 종단면 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한 연구

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본 연구의 강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활용

한 악력은 근력을 측정하는 방법 중 가장 빠르고 간단한 측정 방법이

고 비용이 적어 임상 현장에서 사용하기에 좋은 용이성을 가지고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한국의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료로서 본 연구

에서는 2014-2019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많은 표본수를 분석 대상자

로 선정하였으며, 연구 대상자 중 심혈관질환 및 암과 같은 질병을 가

진 인원을 제외한 후 분석하였다. 따라서, 국내의 유사한 선행 연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신뢰성 있는 결과를 제공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악력과 당뇨병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근

거를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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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뇨병 유병자의 악력과 혈당 조절률 간의 연관성 

당뇨병은 지속적으로 혈당 조절이 되지 않을 경우 여러 합병증 발병

의 원인이 되므로 생활 습관의 변화를 통해 혈당을 낮추기 위한 노력

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암 또는 심혈관질환이 있는 인원을 제외한 후, 

당뇨병으로 진단된 인원을 대상으로 악력과 혈당 조절률 간의 연관성

을 분석하였으며, 모든 공변인을 보정하여 악력과 혈당 조절률 간의 연

관성을 분석한 결과, 악력의 분위수가 변화함에 따라 혈당 조절률 간의 

유의한 연관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사한 선행 연구의 결과들

과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awadi et al., 2020; Sugimoto et al., 

2019).  

Bawadi 등(2020)은 1,058명의 미국 당뇨병 유병자들을 대상으로 악

력과 혈당 조절률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생체학적 공변인을 보정

하여 분석한 결과, 당뇨병 유병자의 악력과 혈당 조절률 간의 연관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였다(p for trend=0.073). 하지만 추가적으로 인

슐린 사용 여부를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 악력과 혈당 조절률 간의 유

의한 연관성이 사라진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Sugimoto 등(2019)은 

768명의 40세 이상 일본 당뇨병 유병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낮은 당화혈색소 수준과 비교하여 높은 당화혈색소 수준과 낮은 악력 

간의 유의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 연구 결과 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다음의 몇 가지 근거들을 통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에서는 당화혈색소의 6.5%를 기준으로 혈당 조절 여부를 정의하여 분

석한 것과 비교하여 선행 연구의 경우 당화혈색소가 7.0% 이상일 경우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다고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는 악력을 절대 악력으로 정의하여 분석하였으며, Sugimoto 등(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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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악력의 수치가 남성은 26 kg 미만, 여성은 18 kg 미만일 경우를 기

준으로 악력의 낮음을 정의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경우 BMI를 사

용하여 악력을 표준화한 상대 악력을 악력으로 정의하였으며, 악력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과 연령대를 고려하여 3 분위수로 구분한 후 분석

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 변인의 특성 및 기준에 대한 차이

로 인해 악력 수준에 따라 혈당이 조절된 당뇨병 유병자의 비율에서 

상대적으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상반된 연구 결과를 유발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성별을 구분한 후 모든 공변인을 보정하여 악력

과 혈당 조절률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성은 악력이 높은 그룹과 비교하여 악력이 낮은 그룹과 중간 그룹 

모두 혈당 조절에 대한 오즈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지만, 

여성의 경우 악력과 혈당 조절률 간의 유의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별에 따른 악력과 혈당 조절률 간의 연관성에 대한 

차이가 발생한 원인은 다음의 근거를 통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일

반적으로 여성은 남성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는 낮은 골격근량과 높은 근육 세포 내의 지질 수준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난다(Mauvais-Jarvis, 2015; Wells, 2007). 또한, 여

성은 전체 근육량에 대한 상지 근육량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

해 낮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be et al., 2003; Janssen 

et al., 2000). 따라서, 여성의 경우 혈당 조절에 미치는 영향이 근력에 

비해 비만이 많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근력을 측정하는 방

법 중 팔의 근력을 측정하는 방법인 악력의 사용으로 인해 본 연구의 

결과가 남성에게서만 유의하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당뇨병 유병자들의 악력과 혈당 조절률 간의 관계에 대한 기전은 명

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다음의 근거들을 통해 설명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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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인슐린 저항성은 제2형 당뇨병 유병자들의 주된 대사적

(metabolic) 결함이며, 대부분의 당뇨병 유병자들은 골격근에서 심각한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eFronzo et al., 1981; 

DeFronzo, 2004; Kerner & Brückel, 2014; Pendergrass et al., 2007).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은 많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 성인의 근력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rzilay et al., 2009; 

Grøntved et al., 2013). 또한, 근성장에 있어 근단백질의 합성율 및 

분해율 사이의 균형은 중요한 요소이며(Rudrappa et al., 2016), 인슐린

은 근육의 혈당 흡수와 동시에 근단백질의 분해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

게 된다(Abdulla et al., 2016). 따라서, 심각한 인슐린 저항성은 제2형 

당뇨병 유병자의 당 대사 및 단백질 대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하여 근감소를 유발하게 되며, 이로 인해 근력의 감소가 발생되는 것으

로 사료된다(DeFronzo & Tripathy, 2009; Kalyani et al., 2014; 

Rudrappa et al., 2016). 또한, 근력의 감소는 향후 신체활동의 수준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인슐린 저항성의 악화와 근력 및 신체활동 

수준의 감소 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사료된다(Kim et al., 2017). 

인체 내의 단백질 중 포도당 수송체 type 4(Glucose Transporter 

type 4, GLUT 4)는 당 대사에 관여하여 혈당을 골격근 내로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Richter & Hargreaves, 2013). 이러한 GLUT 4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는 인슐린의 작용을 통한 IRS/PI3K/Akt 경로의 

활성화를 포함한 인슐린의존성 경로와 근육 수축을 통한 인슐린비의존

성, 두 가지 경로가 존재한다(Mackenzie & Elliott, 201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뇨병 유병자의 대부분은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인슐린

의존성 경로가 손상되어 있는 반면, 인슐린비의존성 경로는 손상되지 

않고 정상적인 기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usi et al., 2001). 

이와 관련되어, Holten 등(2004)은 당뇨병 유병자와 건강한 성인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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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주 3회 저항성 운동 중재를 받은 다리와 받지 않은 다리의 반

응을 비교한 결과, 건강한 성인과 유병자들 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

지 않았다. 하지만, 정상 성인과 당뇨병 유병자를 구분하여 각 그룹 내

에서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정상 그룹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

를 보이지 않았지만 당뇨병 유병자의 경우 중재를 받지 않은 다리에 

비해 운동 중재를 받은 다리의 GLUT 4가 40%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

였다. 따라서, 높은 근력은 증가된 골격근의 GLUT 4 발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골격근으로의 혈당 운반을 촉진할 것으로 사

료된다(Richter & Hargreaves, 2013). 이러한 근거들을 종합하였을 때, 

낮은 근력과 관련된 인슐린 저항성 및 상대적으로 적은 GLUT 4 발현 

수준이 당 대사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강점이 있다. 기존의 악력과 당뇨병 간의 연관

성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당뇨병 유병률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들로, 본 연구는 악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혈관질환 및 암과 

같은 질병이 있는 질환자들을 제외한 후 약 2,500명 가량의 당뇨병 유

병자를 대상으로 악력과 혈당 조절률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한 첫 번째 

연구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인 국민

건강영양조사는 국민의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임에도, 매년 다

른 대상자를 선정하여 조사된 횡단면 조사이므로 분석하고자 하는 변

인들 간의 연관성 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추론

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종단면(longitudinal) 자료를 

활용하여 당뇨병 유병자의 악력이 혈당 조절률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

에 따른 연관성의 변화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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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성인의 악력이 낮을수록 당뇨병 유병률과 연관

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연구 대상자의 특성을 구분하여 분석

하였을 때도 악력이 당뇨병 유병률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

다. 또한, 국내 당뇨병 유병자를 대상으로 모든 공변인을 보정하고도 악

력이 낮을수록 혈당 조절률 간의 연관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성별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때, 남성의 경우 악력이 높은 그룹

과 비교하여 악력이 중간 그룹과 낮은 그룹 모두 유의한 연관성이 나타

났지만, 여성의 경우 유의한 연관성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악력은 전반적인 근력을 대표하며, 근력을 측정하는 다른 방법들에 비

해 측정 방법이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적다는 용이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악력과 같은 간단한 측정 방법을 통해 당뇨병 유병과 

혈당 조절 여부에 있어 고위험군을 식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

며, 혈당 조절의 경우 당뇨병 유병자 중 특히 남성에게 유용한 지표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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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표 1. Cut-off point for tertiles of grip strength in men 

Men age group tertiles minimum maximum 
 

19-29 low 0.501 1.555   
middle 1.555 1.863   
upper 1.863 2.907  

30-39 low 0.217 1.604   
middle 1.604 1.886   
upper 1.886 3.156  

40-49 low 0.529 1.583   
middle 1.583 1.846   
upper 1.846 2.814  

50-59 low 0.636 1.529   
middle 1.529 1.762   
upper 1.762 2.756  

60-69 low 0.404 1.420   
middle 1.420 1.652   
upper 1.653 2.648  

≥ 70 low 0.304 1.226   
middle 1.227 1.466   
upper 1.467 2.319 

Unit of the values is kg/B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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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 Cut-off point for tertiles of grip strength in women 

Women age group tertiles minimum maximum 
 

19-29 low 0.295 1.013  
 middle 1.013 1.210  
 upper 1.211 2.015  

30-39 low 0.259 1.041  
 middle 1.041 1.241  
 upper 1.241 2.065  

40-49 low 0.309 0.991  
 middle 0.992 1.188  
 upper 1.189 1.872  

50-59 low 0.265 0.926  
 middle 0.926 1.105  
 upper 1.105 1.748  

60-69 low 0.241 0.836  
 middle 0.836 1.010  
 upper 1.010 1.664  

≥ 70 low 0.259 0.697  
 middle 0.697 0.869  
 upper 0.869 1.529 

Unit of the values is kg/B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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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3. Cut-off point for quartiles of grip strength in men 

Men age group quartiles minimum maximum 

 19-29 Q1 0.501 1.470 
  Q2 1.471 1.712 
  Q3 1.713 1.950 

  Q4 1.950 2.907 
 30-39 Q1 0.217 1.525 
  Q2 1.525 1.745 
  Q3 1.745 1.966 
  Q4 1.966 3.156 
 40-49 Q1 0.529 1.503 

  Q2 1.504 1.713 
  Q3 1.713 1.926 
  Q4 1.927 2.814 
 50-59 Q1 0.636 1.461 
  Q2 1.461 1.637 
  Q3 1.638 1.839 

  Q4 1.839 2.756 
 60-69 Q1 0.404 1.353 
  Q2 1.353 1.532 
  Q3 1.532 1.718 
  Q4 1.718 2.648 
 ≥ 70 Q1 0.304 1.157 

  Q2 1.157 1.354 
  Q3 1.354 1.535 
  Q4 1.536 2.319 

Unit of the values is kg/B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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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4. Cut-off point for quartiles of grip strength in women 

Women age group quartiles minimum maximum 

 19-29 Q1 0.295 0.952 
  Q2 0.952 1.119 
  Q3 1.119 1.271 

  Q4 1.271 2.015 
 30-39 Q1 0.259 0.983 
  Q2 0.983 1.138 
  Q3 1.138 1.292 
  Q4 1.292 2.065 
 40-49 Q1 0.309 0.938 

  Q2 0.938 1.089 
  Q3 1.089 1.248 
  Q4 1.248 1.872 
 50-59 Q1 0.265 0.875 
  Q2 0.875 1.014 
  Q3 1.015 1.165 

  Q4 1.165 1.748 
 60-69 Q1 0.241 0.787 
  Q2 0.787 0.926 
  Q3 0.926 1.058 
  Q4 1.058 1.664 
 ≥ 70 Q1 0.259 0.647 

  Q2 0.647 0.786 
  Q3 0.787 0.919 
  Q4 0.920 1.529 

Unit of the values is kg/B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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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5. Cut-off point for quintiles of grip strength in men 

Men age group quintiles minimum maximum 

 19-29 Q1 0.501 1.418 
  Q2 1.418 1.619 
  Q3 1.620 1.802 

  Q4 1.803 2.000 
  Q5 2.001 2.907 
 30-39 Q1 0.217 1.474 
  Q2 1.474 1.665 
  Q3 1.665 1.829 
  Q4 1.830 2.030 

  Q5 2.030 3.156 
 40-49 Q1 0.529 1.448 
  Q2 1.449 1.642 
  Q3 1.642 1.794 
  Q4 1.794 1.973 
  Q5 1.973 2.814 

 50-59 Q1 0.636 1.413 
  Q2 1.413 1.574 
  Q3 1.574 1.707 
  Q4 1.707 1.884 
  Q5 1.884 2.756 
 60-69 Q1 0.404 1.307 

  Q2 1.307 1.466 
  Q3 1.466 1.601 
  Q4 1.601 1.764 
  Q5 1.764 2.648 
 ≥ 70 Q1 0.304 1.105 
  Q2 1.108 1.276 

  Q3 1.277 1.426 
  Q4 1.426 1.587 
  Q5 1.587 2.319 

Unit of the values is kg/B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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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6. Cut-off point for quintiles of grip strength in women 

Women age group quintiles minimum maximum 

 19-29 Q1 0.295 0.913 
  Q2 0.913 1.055 
  Q3 1.056 1.173 

  Q4 1.174 1.307 
  Q5 1.307 2.015 
 30-39 Q1 0.259 0.943 
  Q2 0.943 1.080 
  Q3 1.080 1.200 
  Q4 1.200 1.334 

  Q5 1.335 2.065 
 40-49 Q1 0.309 0.898 
  Q2 0.898 1.032 
  Q3 1.032 1.146 
  Q4 1.147 1.286 
  Q5 1.286 1.872 

 50-59 Q1 0.265 0.838 
  Q2 0.838 0.962 
  Q3 0.962 1.071 
  Q4 1.072 1.204 
  Q5 1.204 1.748 
 60-69 Q1 0.241 0.756 

  Q2 0.756 0.871 
  Q3 0.871 0.977 
  Q4 0.977 1.095 
  Q5 1.096 1.664 
 ≥ 70 Q1 0.259 0.610 
  Q2 0.611 0.734 

  Q3 0.734 0.834 
  Q4 0.835 0.952 
  Q5 0.953 1.529 

Unit of the values is kg/B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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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7. Associations between the prevalence of diabetes and grip strength for quartiles 

Grip strength N cases 

Odds Ratio (95% CI) 

Model 1 Model 2 

Q4 6,338 389 1 (reference) 1 (reference) 

Q3 6,341 547 1.31 (1.10-1.57) 1.32 (1.11-1.58) 

Q2 6,340 652 1.34 (1.14-1.58) 1.37 (1.16-1.61) 

Q1 6,333 916 1.82 (1.54-2.14) 1.86 (1.58-2.19) 

p for trend   <.001 <.001 

Values are presented as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Model 1 was adjusted for age, sex. 

Model 2 was adjusted for model 1 plus education, house income, smoking, alcohol, family history of diabetes, obesity, hypertension and hypercholesterole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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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8. Associations between the prevalence of diabetes and grip strength for quintiles 

Grip strength N cases 

Odds Ratio (95% CI) 

Model 1 Model 2 

Q5 5,067 299 1 (reference) 1 (reference) 

Q4 5,073 404 1.29 (1.06-1.58) 1.31 (1.07-1.61) 

Q3 5,072 472 1.35 (1.11-1.65) 1.38 (1.14-1.68) 

Q2 5,073 568 1.51 (1.26-1.82) 1.56 (1.30-1.87) 

Q1 5,067 761 1.95 (1.61-2.36) 2.01 (1.66-2.44) 

p for trend   <.001 <.001 

Values are presented as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Model 1 was adjusted for age, sex. 

Model 2 was adjusted for model 1 plus education, house income, smoking, alcohol, family history of diabetes, obesity, hypertension and hypercholesterole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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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1.  Subgroup analysis for associations between grip strength and the prevalence of diabetes in men and 

women 

Values are presented as ORs (95% CI). The highest grip strength level was defined as reference group. Models were 

adjusted age, sex, education, house income, smoking, alcohol, family history of diabetes, obesity, hypertension and 

hypercholesterolemia.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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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9. Cut-off point for tertiles of grip strength in diabetic men 

Men age group tertiles minimum maximum 

 19-29 low 0.798 1.203 
  middle 1.291 1.391 
  upper 1.402 1.898 

 30-39 low 0.964 1.403 
  middle 1.409 1.638 
  upper 1.644 2.266 
 40-49 low 0.727 1.460 
  middle 1.460 1.714 
  upper 1.714 2.229 

 50-59 low 0.669 1.434 
  middle 1.442 1.662 
  upper 1.663 2.494 
 60-69 low 0.404 1.362 
  middle 1.365 1.616 
  upper 1.616 2.569 

 ≥ 70 low 0.535 1.171 
  middle 1.171 1.414 
  upper 1.415 2.075 

Unit of the values is kg/B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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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0. Cut-off point for tertiles of grip strength in diabetic 

women 

Women age group tertiles minimum maximum 

 19-29 low 0.426 0.589 
  middle 0.759 0.911 
  upper 0.973 1.217 
 30-39 low 0.402 0.838 
  middle 0.859 1.006 

  upper 1.012 1.448 
 40-49 low 0.359 0.841 
  middle 0.842 1.033 
  upper 1.037 1.439 
 50-59 low 0.485 0.827 
  middle 0.828 1.017 

  upper 1.019 1.467 
 60-69 low 0.248 0.776 
  middle 0.779 0.951 
  upper 0.951 1.528 
 ≥ 70 low 0.260 0.666 
  middle 0.668 0.833 

  upper 0.835 1.412 

Unit of the values is kg/B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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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1. Cut-off point for quartiles of grip strength in diabetic 

men 

Men age group quartiles minimum maximum 

 19-29 Q1 0.798 1.168 
  Q2 1.203 1.372 
  Q3 1.388 1.449 
  Q4 1.476 1.898 
 30-39 Q1 0.964 1.348 

  Q2 1.378 1.520 
  Q3 1.543 1.743 
  Q4 1.751 2.266 
 40-49 Q1 0.727 1.366 
  Q2 1.373 1.611 
  Q3 1.612 1.790 

  Q4 1.795 2.229 
 50-59 Q1 0.669 1.371 
  Q2 1.378 1.560 
  Q3 1.560 1.736 
  Q4 1.736 2.494 
 60-69 Q1 0.404 1.301 

  Q2 1.303 1.479 
  Q3 1.480 1.663 
  Q4 1.663 2.569 
 ≥ 70 Q1 0.535 1.096 
  Q2 1.099 1.298 
  Q3 1.299 1.467 

  Q4 1.477 2.075 

Unit of the values is kg/B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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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2. Cut-off point for quartiles of grip strength in diabetic 

women 

Women age group quartiles minimum maximum 

 19-29 Q1 0.426 0.544 
  Q2 0.589 0.856 
  Q3 0.891 1.019 
  Q4 1.120 1.217 
 30-39 Q1 0.402 0.775 

  Q2 0.799 0.919 
  Q3 0.923 1.037 
  Q4 1.039 1.448 
 40-49 Q1 0.359 0.773 
  Q2 0.775 0.928 
  Q3 0.931 1.086 

  Q4 1.086 1.439 
 50-59 Q1 0.485 0.771 
  Q2 0.778 0.921 
  Q3 0.926 1.065 
  Q4 1.068 1.467 
 60-69 Q1 0.248 0.721 

  Q2 0.723 0.861 
  Q3 0.861 1.003 
  Q4 1.004 1.528 
 ≥ 70 Q1 0.260 0.619 
  Q2 0.620 0.742 
  Q3 0.744 0.876 

  Q4 0.878 1.412 

Unit of the values is kg/B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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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3. Cut-off point for quintiles of grip strength in diabetic 

men  

Men age group quintiles minimum maximum 

 19-29 Q1 0.798 0.871 
  Q2 1.168 1.291 
  Q3 1.304 1.388 
  Q4 1.391 1.449 
  Q5 1.476 1.898 

 30-39 Q1 0.964 1.274 
  Q2 1.316 1.475 
  Q3 1.484 1.586 
  Q4 1.586 1.764 
  Q5 1.765 2.266 
 40-49 Q1 0.727 1.319 

  Q2 1.324 1.529 
  Q3 1.536 1.682 
  Q4 1.686 1.854 
  Q5 1.859 2.229 
 50-59 Q1 0.669 1.300 
  Q2 1.302 1.487 

  Q3 1.488 1.616 
  Q4 1.619 1.772 
  Q5 1.773 2.494 
 60-69 Q1 0.404 1.241 
  Q2 1.247 1.420 
  Q3 1.421 1.552 

  Q4 1.553 1.699 
  Q5 1.704 2.569 
 ≥ 70 Q1 0.535 1.057 
  Q2 1.059 1.223 
  Q3 1.227 1.373 
  Q4 1.376 1.519 

  Q5 1.519 2.075 

Unit of the values is kg/B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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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4. Cut-off point for quintiles of grip strength in diabetic 

women 

Women age group quintiles minimum maximum 

 19-29 Q1 0.426 0.430 
  Q2 0.544 0.759 
  Q3 0.797 0.891 
  Q4 0.911 1.019 
  Q5 1.120 1.217 

 30-39 Q1 0.402 0.721 
  Q2 0.747 0.862 
  Q3 0.883 0.997 
  Q4 0.998 1.078 
  Q5 1.090 1.448 
 40-49 Q1 0.359 0.743 

  Q2 0.746 0.876 
  Q3 0.880 0.987 
  Q4 0.989 1.114 
  Q5 1.115 1.439 
 50-59 Q1 0.485 0.746 
  Q2 0.747 0.858 

  Q3 0.861 0.982 
  Q4 0.984 1.097 
  Q5 1.098 1.467 
 60-69 Q1 0.248 0.687 
  Q2 0.689 0.807 
  Q3 0.808 0.911 

  Q4 0.913 1.042 
  Q5 1.043 1.528 
 ≥ 70 Q1 0.260 0.584 
  Q2 0.590 0.699 
  Q3 0.699 0.811 
  Q4 0.812 0.914 

  Q5 0.916 1.412 

Unit of the values is kg/B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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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5. Associations between the glycemic control and grip strength for quartiles 

Grip strength N cases 

Odds Ratio (95% CI) 

Model 1 Model 2 Model 3 

Q4 623 103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Q3 629 95 0.93 (0.66-1.32) 0.92 (0.65-1.31) 0.92 (0.64-1.31) 

Q2 627 97 0.92 (0.64-1.32) 0.89 (0.61-1.29) 0.91 (0.62-1.33) 

Q1 619 76 0.70 (0.48-1.03) 0.67 (0.44-1.03) 0.69 (0.45-1.06) 

p for trend   0.078 0.071 0.103 

Values are presented as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Model 1 was adjusted for age, sex. 

Model 2 was adjusted for model 1 plus education, house income, smoking, alcohol, family history of diabetes, obesity, hypertension and hypercholesterole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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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6. Associations between the glycemic control and grip strength for quintiles 

Grip strength N cases 

Odds Ratio (95% CI) 

Model 1 Model 2 Model 3 

Q5 497 91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Q4 502 79 0.90 (0.61-1.33) 0.87 (0.58-1.31) 0.87 (0.58-1.31) 

Q3 502 73 0.83 (0.55-1.24) 0.79 (0.52-1.21) 0.79 (0.52-1.21) 

Q2 502 66 0.70 (0.47-1.04) 0.66 (0.43-1.00) 0.68 (0.44-1.04) 

Q1 495 62 0.67 (0.44-1.02) 0.62 (0.39-1.00) 0.64 (0.40-1.04) 

p for trend   0.025 0.022 0.036 

Values are presented as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Model 1 was adjusted for age, sex. 

Model 2 was adjusted for model 1 plus education, house income, smoking, alcohol, family history of diabetes, obesity, hypertension and hypercholesterole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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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2.  Subgroup analysis for associations between grip strength and the glycemic control in diabetic men and 

women 

Values are presented as ORs (95% CI). The highest grip strength level was defined as reference group. Models were 

adjusted age, sex, education, house income, smoking, alcohol, family history of diabetes, obesity, hypertension, 

hypercholesterolemia, and insulin use.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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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Objective 

Diabetes is a significant public health problem and glycemic 

control for diabetic patients is essential to prevent related 

complications and mortalit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confirm 

the associations between grip strength and prevalence of diabetes 

in Korean adults and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grip 

strength and glycemic control in Korean adults with diabetes.  

 

Method 

KNHANES from 2014 to 2019, 25,352 and 2,498 participant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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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ly selected for examining the associations of the grip strength 

with the prevalence of diabetes and glycemic control, respectively. 

Grip strength was measured by the handheld dynamometer and 

represented as age- and sex-specific tertiles. The upper grip 

strength group was defined as a reference group for each analysis, 

and the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was used to calculate the 

odds ratio and 95% confidence interval.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associations between grip strength and the 

prevalence of diabetes. After adjustments for covariates, the lowest 

and middle group of grip strength had significant ORs of 1.68 (95% 

CI, 1.46-1.94) and 1.30 (95% CI, 1.21-1.50) compared to the 

highest group of grip strength, respectively. Furthermore, there 

were consistent trends across the subgroup stratified by 

confounders.  

Compared to the diabetic patients with the highest tertile for grip 

strength, the lowest group of grip strength had a significant odds 

ratio of 0.71 (95% CI, 0.51-0.99). However, the odds ratio in the 

middle group was decreased but statistically not significant. After 

subgroup analysis for sex, both middle and lower tertiles of grip 

strength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odds ratios of 0.67 (95% CI, 

0.46-0.99) and 0.60 (95% CI, 0.39-0.92) in men, respectively. 

However, women with diabetes had no significant association. 

 

Conclu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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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er grip strength was appeared to have a higher risk of the 

prevalence of diabetes, and there was a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grip strength and glycemic control in diabetic patients. 

However, a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grip strength and 

glycemic control only in men and women was not significant. 

Therefore, this study will help estimate the risk of the prevalence 

of diabetes in Korean adults and confirm whether the blood glucose 

was controlled in men using grip strength. However, due to the 

KNHANES being a cross-sectional survey, further study is needed 

to elucidate the causal relationship using longitudinal data.  

 

Keywords: Muscular strength, Grip strength, Diabetes Mellitus, 

Hemoglobin A1c, Glycemic control,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Student Number : 2020-22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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