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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이 없는 성인에서 혈중 비타민 D 농도와 공복혈당 및
당화혈색소와의 관련성: 국민건강영양조사 2013-201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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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Vitamin D is important in the metabolism of minerals and bones, and it is also known to influence an effect on diseases such as
cardiovascular disease, autoimmune disease, and diabetes. It has been proven that it correlates with the development of glucose metabolism and
diabet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serum vitamin D levels, fasting glucose, and glycated hemoglobin
(HbA1c) in nondiabetic adults.
Methods: Of the nondiabetic adults who participated in the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s from 2013 and 2014, serum
25-hydroxyvitamin D (25[OH]D) levels were measured. The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and their fasting glucose and HbA1c levels
were analyzed.
Result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three groups revealed that higher serum 25(OH)D levels were associated with higher fasting glucose and
HbA1c levels (P<0.05). In a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risk degree of serum 25(OH)D deficiency increased in fasting glucose (P<0.05)
after adjustment for various factors.
Conclusion: In this study, higher serum 25(OH)D levels were associated with higher fasting glucose and HbA1c levels. The risk degree of serum 25(OH)D
deficiency increased in fasting glucose after adjustments for various factors. The results are different from those of previous studies, but a statistical
correlation was found; therefore, further study is required to prove a definite correlation.
Keywords: Vitamin D; Fasting Glucose; Glycated Hemoglobin A; Diabetes Melli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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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및 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환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지고 있으
비타민 D는 칼슘과 인의 농도를 조절하며, 철, 마그네슘, 아연 등의

며,2) 우리나라가 비타민 D 결핍이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로 알려지

다른 무기질과 뼈의 대사에 관여하는 중요한 물질이다.1) 최근 비타

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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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D 수용체는 여러 조직에서 발현되어, 뇌, 심장, 피부, 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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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이용하여 25-hydroxyvitamin D (25[OH]D) 형태로 25-hy-

의 베타세포 등 많은 곳에 분포하고 있다. 이 중 췌장의 베타세포에

droxyvitamin D 125I RIAkit (DiaSorin, Stillwater, MN, USA)를 이용하

분포하는 수용체의 영향으로 비타민 D가 인슐린 저항성 및 인슐린

여 방사면역측정법(radioimmunoassay)으로 측정하였다. 25(OH)D 농

의 분비에 관여하게 되며, 혈중 비타민 D의 농도가 낮은 사람들에

도는 20 ng/mL 미만을 기준으로 비타민 D 부족이라고 정의하였다.16)

서 당뇨병 및 당 대사 장애의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또한, 비타민 D 농도의 세분화를 위해서 인원수 균등분배에 따른 삼

보고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타민 D가 제2형 당뇨병의 유병

분위수를 기준으로 대상자들을 3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

4)

5)

6)

7,8)

에 관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으나, 일부 다른 연구들에서는 낮
은 비타민 D 농도가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없었다고 보고되고 있
9,10)

어,

아직까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태이다.

다(T1≤13.1 ng/mL, 13.1<T2≤17.85 ng/mL, 17.85 ng/mL<T3).
흡연력은 전혀 흡연한 적 없는 경우, 현재 흡연, 과거에 흡연하였으
나 현재 금연한 경우로 나누었으며, 음주 정도는 최근 1년간 금주, 월

인슐린 저항성은 혈당을 정상범위로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양

1회 미만, 월 1회 정도, 월 2–4회, 주 2–3회, 주 4회 이상으로 구분하였

의 인슐린이 필요한 상태로, 인슐린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적

다. 활동 정도는 일주일에 0회, 1–3회, 4회 이상, 10분 이상 걷기를 한

장기의 인슐린에 대한 반응이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11) 인슐린 저항

것으로 구분하였다.

성이 지속되면 췌장의 인슐린 분비 증가로 인한 정상 혈당 유지가 어
려워지고, 그 결과 공복혈당이 높아지며 당뇨병이 발병하게 된다.12)
당뇨병을 진단 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뇨병 전단계인 내당능
장애 및 공복혈당장애가 있는 사람들에서도 당뇨병합병증이 증가
하고,13) 정상 공복혈당에서도 혈당이 높을수록 당뇨병합병증의 위
14)

험도가 증가한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어,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
의 혈당조절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당뇨병이 없는 성인에서 비타민 D 농도와 인
슐린 저항성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은 있었으나,15) 비타민 D
농도와 공복혈당 및 당화혈색소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당뇨병이 없는 성인에서 비타민 D 농도와 공복혈당 및 당화혈색소
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s
Age (y)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중 2013년도와 2014년도 조사에 참여한
만 19세 이상 60세 미만의 성인 8,83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당
뇨병을 이미 진단 받았거나 치료 중인 경우, 공복혈당이 126 mg/dL

39.2±0.1

Gender
Male

1,527 (49.9)

Female

1,535 (50.0)

WC (cm)

79.4±0.1

BMI (kg/m2)

23.4±0.1

SBP (mmHg)

113.3±0.2

DBP (mmHg)

75.2±0.1

Drinking (1 y)
Never

348 (11.3)

1 or less/mo

531 (17.3)

1/mo

362 (11.8)

2–4/mo

812 (26.5)

2–3/wk

533 (17.4)

4 or more/wk

177 (5.8)

Smoking
Smoker

1. 연구 대상

Value

1,305 (21.9)

Never

199 (3.1)

Former

1,041 (16.2)

Physical activity
0/wk

418 (13.6)

1–3/wk

929 (30.3)

4 or more/wk

1,713 (55.9)

이상,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인 경우와 현재 신부전을 앓고 있는 경

Total cholesterol (mg/dL)

우,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1.5 mg/dL 이상인 경우를 제외한 7,749명

HDL-cholesterol (mg/dL)

52±0.1

LDL-cholesterol (mg/dL)

116.9±1.2

Triglyceride (mg/dL)

130.7±1.6

중 비타민 D 수치를 측정한 3,062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FBS (mg/dL)
HbA1c (%)

2. 변수 설명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들이 작성한 설문지를 통하여 흡연력,
음주정도, 활동정도 및 과거와 현재 병력 등을 확인 하였고, 비타민
D는 1470 WIZARD gamma-Counter (PerkinElmer, Turku, Finland) 장
Korean J Fam Pract. 2018;8(4):518-523

Vitamin D (ng/mL)

185.9±0.5

93.1±0.1
5.5±0.1
16.1±0.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umber (frequency, %) by
analysis of frequency.
WC, waist circumference; BMI, body mass index;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LDL, low density lipoprotein; FBS, fasting blood sugar; HbA1c, hemoglobin A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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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3. 분석 방법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복합표본설계방법
인 다단계층화집락확률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2년에 따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른 시계열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분석은 SAS 9.4v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하였으며(Table 1), 평균 나

(SAS Institute, Cary, NC, USA)을 사용하였으며, 유의확률는 0.05 미

이는 39.2±0.1세였으며, 남성은 1,527명, 여성 1,535명이었다. 혈액검사

만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평균 공복혈당은 93.1±0.1, 평균 당화혈색소는

먼저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5.5±0.1이었으며, 평균 비타민 D 농도는 16.1±0.2로 측정되었다.

실시하였으며, 비타민 D 농도를 인원수 균등분배에 따라 3개의 집단
으로 나누어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2. 혈중 25(OH)D 농도와 일반적 특성

을 실시하였다. 비타민 D의 부족에 대한 당화혈색소와 공복혈당의

혈중 25(OH)D 농도를 인원수 균등분배에 따라 3분위수로 나누

비교 위험도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multiple logis-

어 일반적 특성들을 분석하였다(Table 2). 그 결과 허리둘레, 체질량

tic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지수, 수축기 혈압 및 이완기 혈압 모두에서 혈중 25(OH)D 농도와 유
의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P<0.05), 음주 정도, 흡연력, 활동

Table 2.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by serum 25(OH)D concentration tertiles
Tertiles of serum 25(OH)D
Characteristics
Age (y)

T1 (≤13.1 ng/mL)
(n=1,022)

T2 (13.1–17.85 ng/mL)
(n=1,022)

T3 (>17.85 ng/mL)
(n=1,018)

34.8±0.4

37.1±0.4

40.6±0.4

Male

392 (16.9)

500 (19.0)

570 (20.6)
448 (11.5)

P-value*
<0.001
<0.001

Gender
Female

630 (17.6)

522 (14.2)

WC (cm)

78.4±0.4

79.4±0.3

80.6±0.3

<0.001

BMI (kg/m2)

23.3±0.1

23.4±0.1

23.8±0.1

0.004

SBP (mmHg)

112.4±0.4

113.1±0.4

114.8±0.5

0.003

DBP (mmHg)

74.5±0.3

74.8±0.3

75.9±0.4

0.003

Drinking (1 y)

0.164

Never

129 (3.9)

114 (3.3)

122 (3.5)

1 or less/mo

180 (5.7)

187 (6.2)

170 (5.2)

1/mo

138 (4.7)

112 (3.9)

102 (3.4)

2–4/mo

266 (10.1)

272 (9.3)

274 (9.4)

2–3/wk

137 (5.2)

186 (6.4)

173 (5.9)

60 (2.3)

41 (1.5)

66 (2.1)

200 (8.4)

223 (8.5)

218 (8.0)

4 or more/wk
Smoking
Smoker

0.079

Never

30 (1.1)

30 (0.9)

31 (1.0)

Former

123 (5.1)

156 (5.5)

190 (6.5)

0/wk

115 (4.3)

115 (3.9)

120 (3.8)

1–3/wk

295 (10.1)

280 (8.8)

309 (9.7)

4 or more/wk

545 (20.6)

541 (19.8)

518 (18.6)

Total cholesterol (mg/dL)

180.8±1.3

184.6±1.2

187.4±1.1

<0.001

HDL-cholesterol (mg/dL)

51.8±0.4

51.8±0.4

51.0±0.3

0.171

LDL-cholesterol (mg/dL)

113.2±2.8

116.2±3.0

116.5±2.8

0.609

Triglyceride (mg/dL)

133.2±4.5

128.3±3.8

137.4±3.8

0.224

FBS (mg/dL)

92.1±0.3

93.0±0.3

93.2±0.3

0.013

HbA1c (%)

5.48±0.01

5.52±0.01

5.56±0.01

<0.001

Physical activity

0.77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umber (frequency, %) by *analysis of variance.
25(OH)D, 25-hydroxyvitamin D; WC, waist circumference; BMI, body mass index;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LDL, low density lipoprotein; FBS, fasting blood sugar; HbA1c, hemoglobin A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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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와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총 콜레스테롤 및 공복혈당

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19) 국내의 연구 중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과 당화혈색소도 혈중 25(OH)D 농도와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낮을수록 제2형 당뇨병의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인 경우도

보였다(P<0.05).

있었으며,20) 이는 비만인 사람들에서 더 뚜렷한 관계를 보였다.21) 또
한, 혈중 비타민 D 농도와 공복혈당 및 당화혈색소의 관계를 분석한

3. 혈중 25(OH)D 부족(<20 ng/mL)에 대한 공복혈당 및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으며, 혈중 비타민 D 농도와 공복혈당 사이에

당화혈색소의 비교위험도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고,22) 당화혈색소와도

혈중 25(OH)D의 부족에 대한 공복혈당 및 당화혈색소의 위험도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다.23)

와 관련한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당화혈색소의 경우 보정

많은 연구들이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당뇨병의 위험도, 인슐린 저

하지 않았을 때 위험도가 증가하지 않았으며(odds ratio [OR], 0.641;

항성, 공복혈당 및 당화혈색소와 같은 당뇨병과 관련한 변수들에 있

95% confidence interval [CI], 0.472–0.872), 나이, 성별, 체질량지수, 음

어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결과를 보였으나, 이들과 상충되는

주력, 흡연력 및 활동 정도로 보정한 경우도 위험도가 유의하게 증가

결과를 보이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요르

하지 않았다(OR, 1.071; 95% CI, 0.74–1.55; P=0.715) (Table 3). 공복혈당

단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는 혈중 비타민 D 농도와 대사증후군의 구

의 경우 보정하지 않았을 때 위험도가 증가 하지 않았으며(OR, 0.992,

성요소 중 하나인 공복혈당과 연관성이 없었으며,24) 폐경 후 여성을

95% CI, 0.981–1.003), 나이, 성별, 체질량지수, 음주력, 흡연력 및 활동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혈중 비타민 D 농도와 공복혈당 및 인슐린

정도로 보정한 경우는 위험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OR, 1.013;

저항성과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0) 비타민 D와 인슐린

95% CI, 1.001–1.026; P=0.047) (Table 4).

저항성과 관련한 연구들 중에서도, 농촌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혈중 비타민 D 농도와 인슐린 저항성간의 연관성이 없

고찰

다고 나타났으며,9) 제2형 당뇨병이 있는 군과 없는 군으로 나누어 분
석한 연구와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2013–2014년)를 이용하여 당뇨

다.25) 이처럼 비타민 D 농도와 당뇨병, 인슐린 저항성 및 공복혈당과

병이 없는 성인에서 혈중 비타민 D 농도와 공복혈당 및 당화혈색소

같은 인자들간의 관련성 여부는 아직까지 확립되어있지 않은 상태

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비타민 D 농도가

이며, 본 연구에서는 혈중 비타민 D 농도와 공복혈당 및 당화혈색소

증가할수록 공복혈당 및 당화혈색소가 높아지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 관련성이 있으나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 여러 인자들에 대해 보정

보였으며, 공복혈당의 경우 비타민 D 부족의 위험도를 증가시켜 공

한 결과 공복혈당의 경우에만 비타민 D 부족에 대한 위험도를 높이

복혈당과 비타민 D 부족이 연관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기존의

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들과 차이점을 보였다.

비타민 D 농도와 당뇨병 및 당 대사,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다양한

또한, 최근 연구들 중에서는 비타민 D를 보충해주었을 때 인슐린

연구 결과들이 있으며, 이 중 한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이 없는 성인

저항성, 공복혈당 및 당화혈색소 등의 유의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

에서 혈중 비타민 D 농도와 인슐린 저항성이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

석한 연구 결과들이 있었으며, 제2형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비

고, 다른 연구에서도 혈중 비타민 D 농도와 인슐린 민감도와 양의

타민 D를 보충해주었을 때 혈당조절 및 인슐린 저항성에 미치는 영

17)

18)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당뇨병

향에 대한 결과들은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고, 이들 연구 중 한 연구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성인에서 혈중 비타민 D 농도와 인슐린 저항

에서 분석한 결과로는 단기간의 비타민 D 보충의 유용성을 입증하

15)

성이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지 못하였다.26) 이러한 결과는 제2형 당뇨병이 이미 발병한 사람들에

Table 3.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demonstrating association
between serum 25(OH)D deficiency (<20 ng/mL) and HbA1c level

Table 4.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demonstrating association
between serum 25(OH)D deficiency (<20 ng/mL) and FBS level

Characteristic

Odds ratio (95% CI)

P-value*

Characteristic

Odds ratio (95% CI)

P-value*

Unadjusted

0.641 (0.472–0.872)

0.004

Unadjusted

0.992 (0.981–1.003)

0.162

Adjusted†

1.071 (0.74–1.55)

0.715

Adjusted†

1.013 (1.001–1.026)

0.047

25(OH)D, 25-hydroxyvitamin D; HbA1c, hemoglobin A1c; CI, confidence interval; BMI, body mass index.
*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djusted for age, sex, BMI, drinking, smoking, physical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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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OH)D, 25-hydroxyvitamin D; FBS, fasting blood sugar; CI, confidence interval;
BMI, body mass index.
*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djusted for age, sex, BMI, drinking, smoking, physical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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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췌장의 베타세포가 25%–50%까지 줄어든 상태이므로 당뇨병

복혈당의 비교 위험도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을

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인슐린분비를 통한 보상작용이 감소한 것이

시행하였다.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제 2형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에

결과: 혈중 25(OH)D 농도를 인원수 균등분배에 따라 3군으로 나누

서 비타민 D 보충이 당화혈색소를 유의하게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어 분석한 결과 혈중 25(OH)D 농도가 높을수록 공복혈당 및 당화혈

있었으며, 당뇨병 전 단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타민 D 보충을

색소도 높아졌으며(P<0.05), 비타민 D의 부족에 대한 공복혈당의 위

한 경우 인슐린 저항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공복혈당 및 당화

험도가 여러 인자들로 보정한 결과 증가하였다(OR, 1.013; P=0.047).

혈색소는 유의하게 낮춘다는 결과도 있었다. 이렇듯이 비타민 D

결론: 당뇨병이 없는 성인에서 혈중 비타민 D 농도와 공복혈당 및

보충의 효과도 일관되지 않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비타민 D 보충

당화혈색소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하였으며, 비타민 D 농도

의 유용성은 아직까지 확실히 입증 되지 않은 상태이다.

가 높을수록 공복혈당 및 당화혈색소가 높아졌으며, 공복혈당과 비

27)

28)

29)

본 연구에서는 당뇨병이 없는 성인에서 혈중 비타민 D 농도와 공
복혈당 및 당화혈색소와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삼분위로 나누어

타민 D 부족이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확실한 관련성을 입증하
기 위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분석한 결과 양의 상관관계의 결과를 보였으며, 여러 인자들에 대해
보정한 결과 공복혈당의 경우 비타민 D 부족에 대한 위험도를 증가

중심단어: 비타민 D;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당뇨병

시켜, 결론적으로 공복혈당의 농도와 비타민 D 부족이 연관이 있음
을 보여주었다. 이는 본 연구의 제한점들에서 기인한 결과일 가능성
이 있으며, 제한점으로는 첫째, 비타민 D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혈중 부갑상호르몬 농도, 태양광 노출 정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과 비타민 D의 섭취량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택편의를 배
제하지 못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단면적 연구이기 때문에 혈중 비
타민 D 농도와 공복혈당 및 당화혈색소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에 한계가 있다는 점, 셋째, 비타민 D 농도를 비롯한 혈액검사가 한
번 측정된 값으로 실제 관련성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 있
다. 이러한 제한점들이 있으나, 본 연구는 전국민을 모집단으로 분석
한 대규모 연구이며, 당뇨병이 없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장
점이 있다. 향후 앞서 언급했던 제한점들을 보완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가 진행되면 비타민 D와 공복혈당 및 당화혈색소간의 관계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약
연구배경: 비타민 D는 여러 무기질와 뼈의 대사에서 중요한 물질이
며, 최근 골격계 이외에도 심혈관 질환, 자가면역질환, 당뇨병 등의 질
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당대사 및 당뇨병의
발병과도 관련성이 입증되고 있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당뇨병이
없는 성인을 대상으로 혈중 비타민 D 농도와 공복혈당 및 당화혈색
소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국민건강영양조사 2013, 2014년도에 참여한 만 19세 이상 60세
미만의 당뇨병이 없는 성인을 대상으로 혈중 25(OH)D 농도를 측정
하여 인원수 균등분배에 따라 3군으로 나누어 공복혈당 및 당화혈
색소 등을 분석하였으며, 비타민 D의 부족에 대한 당화혈색소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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