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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인의 혈청 비타민 D와 당뇨병 전단계 및 고혈압
전단계와의 관련성: 2013–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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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Recent studies have indicated that vitamin D deficiency is associated with diabetes and hypertension in adults. However, this association
has not been sufficiently studied in cases of prediabetes and prehypertension. Thus, this study aimed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vitamin D
levels and prediabetes and prehypertension in Korean adults.
Methods: Data from 1,808 adults aged ≥19 years who participated in the 2013–2015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were
included in this study. The odds ratio of prediabetes and prehypertension according to the 25-hydroxyvitamin D (25[OH]D) status was calculated
using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 Mean serum 25(OH)D level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females with normal glucose levels, prediabetes, and diabetes mellitus. Further,
the mean level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in both males and females of all ages with normal blood pressure, prehypertension, and
hypertension. In addition,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serum 25(OH)D levels were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odds ratio of
prediabetes and prehypertension after adjusting for age, sex, smoking, alcohol consumption, physical activity, calcium supplement intake, income,
body mass index, systolic blood pressure, and fasting glucose.
Conclusion: Serum vitamin D status was not independently associated with the risks of prediabetes and prehypertension in Korean adults.
Keywords: Vitamin D; 25-Hydroxyvitamin D; Prediabetes; Prehypertension;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서론

(25[OH]D) 농도는 24 ng/mL로 77%가 적정수준인 30 ng/mL 미만으
로 나타났고 이전에 시행되었던 여러 코호트 연구에서도 대상자의

최근 비타민 D 부족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의

54%–77%가 비타민 D 부족이나 결핍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자료를 분석한 결

다.2-4)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성인 혈중 비타민 D 결핍 수준은 제5기

과1)에 따르면 2001–2004년도 미국 성인의 평균 25-hydroxyvitamin D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서 70% 미만이나, 제6기 자료의 비타민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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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핍률(<20.0 ng/mL)은 73.1%로 이전보다 약간 증가하여 비타민

로 시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국민

D 부족이 심화되는 실정이다.

건강영양조사 건강설문조사와 검진조사를 모두 완료한 만 19세 이

비타민 D 부족은 흔히 성인병으로 알려진 대사증후군, 당뇨병,
5)

7)

8)

6)

9)

고혈압, 심혈관계 건강, 심혈관계 질환 과 관련이 있다. 그 중 당뇨

상인 18,034명 중 비타민 D 측정 누락자 등을 제외한 총 1,808명(남
자 853명, 여자 955명)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병과 고혈압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흔한 대사질환 중 하나로 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당뇨병 유병률은 9.9%로 성인 10명 중 1

2. 조사 변수

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고, 당뇨병 전단계인 공복혈당장애는 22.2%

기본 변수로는 성별과 연령,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시골, 서울)과

로 조사되었다. 미국에서 시행된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노동자를 대

직업(전일 근무, 무직)을 분석하였다. 연령은 19–39세, 40–64세, 65

상으로 한 연구 에서 비타민 D 수치와 당뇨병 전단계의 관계를 알

세 이상 세 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소득 수준은 월평균 가구 총

아본 결과 당화혈색소가 정상인 경우 36.1 mmol/mol이고 당뇨병 전

소득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계산한 월평균 가구 균등화 소득을 사

단계의 경우 43.4 mmol/mol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25(OH)D는 정

용하였으며 4분위수에 근거하여 ‘상’, ‘중’, ’중하’, ’하’로 분류하였으

상은 20.2 ng/mL 당뇨병 전단계는 18 ng/mL로 낮게 나타났다. 이 외

며 상, 중, 중하를 합한 군과 하위 군을 비교하였다. 건강행동 변수

에도 여러 연구에서 낮은 비타민 D 농도가 당 대사에 영향을 주거

로는 흡연과 음주, 신체활동, 유산소 운동, 칼슘 섭취를 포함하였다.

나 당뇨병의 발생에 역학을 한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현재 흡연자는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

10)

고혈압은 당뇨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30세 이

우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고위험음주율은 1회 평균 음주량이 남

상 당뇨병 환자는 약 10%로 이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들이 고

자 7잔(여자 5잔) 이상이고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경우로 정의하였

혈압을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당뇨병 환자에서 높아

다. 일간 칼슘 섭취는 식품섭취빈도를 통해 산출된 1일 칼슘 섭취량

진 인슐린저항성으로 인해 교감신경이 자극되고 이로 인한 혈관 수

이며 대한골대사학회에서 권장한 성인의 하루 칼슘 권장량인 1,000

축이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당뇨병으로 인한 말초혈관

mg을 기준으로 결핍군과 충분군으로 구분하였다.

의 협착은 말초조직의 산소 포화도를 낮춤으로써 심박출량을 증가

체질량지수는 체중(kg)을 신장의 제곱(m2)으로 나누어 계산하였

시켜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 있다.12) 2009–2012년도 국민건강영양조

다. 혈액검사는 8시간 이상 공복 상태인 대상자의 정맥혈을 채취하

사 자료를 토대로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혈중 비타민 D 농도

여,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저밀도지단

와 고혈압 유병률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에서 비타민 D와 고혈압

백 콜레스테롤, 공복 혈당, 당화혈색소 및 비타민 D (25[OH]D)의 농

간의 상관관계는 성별,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도를 측정하였다. 공복 혈당은 헥소키나제 Ultraviolet법을 이용하였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01–2006 자료를

고 당화혈색소는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 high-performance

이용한 연구에서 낮은 혈청 비타민 D 농도는 당뇨병 전단계와 고혈

liquid chromatography) 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을 이용하였다. 비타민

압 전단계의 발병 위험을 높여준다는 결과를 보고 하였다(오즈비=

D농도는 radioimmunoassay 방법으로 장비는 1470 WIZARD gamma-

2.41, P<0.0001). 그러나 현재까지 비타민 D와 당뇨병 전단계 및 고

Counter (PerkinElmer, Turku, Finland)로 시약은 25-Hydroxyvitamin

13)

14)

혈압 전단계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

15,16)

는 많지 않으며, 보고된

D 125I RIA Kit (DiaSorin Inc., Stillwater, MN, USA)를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들 간의 관련성이 일관되지 않아 논란이 많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성
인에서 비타민 D와 당뇨병 전단계 및 고혈압 전단계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3. 당뇨병 전단계 및 고혈압 전단계의 정의

당뇨병은 공복혈당이 126 mg/dL 이상이거나, 의사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진단하였다. 당뇨병 전단계는 당뇨병이 아니면서 공복혈당

100 mg/dL 이상, 126 mg/dL 미만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정상군은
당뇨병 진단을 받은 적이 없으면서 공복혈당 100 mg/dL 미만인 경

방법

우로 정의한다. 고혈압은 고혈압을 진단받았거나 혈압이 140/90
1. 연구대상

mmHg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고혈압 전단계는 고혈압을 진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1차년도(2013년)와 2차년도

단받은 적 없으면서 수축기 혈압이 120 mmHg 이상 140 mmHg 미

(2014년), 3차년도(2015년)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단면연구를 진행

만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80 mmHg 이상 90 mmHg 미만인 경우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순환표본조사

정의하였으며, 정상군은 고혈압을 진단받지 않았으면서 수축기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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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이 120 mmHg 미만일 때와 동시에 이완기 혈압이 80 mmHg 미만

ng/mL 이상을 충분한 상태(sufficiency)로 정의하고 있다.17) 본 연구

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에서는 혈청 25(OH)D의 농도에 따라 비타민 D 결핍군(<20 ng/mL)
과 부족군(20–30 ng/mL), 그리고 충분군(≥30 ng/mL)으로 구분하
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요소, 건강 행

4. 통계분석

IBM SPSS Statistics for Windows, Version 21.0 (IBM Co., Armonk,

동 요소, 위험인자의 요소 또는 임상수치에 따른 비타민 D 상태는

NY, USA)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가

연속변수에 대해서는 평균값과 표준오차,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는

복합표본조사이기 때문에 연구대상자들의 층화, 조사구, 가중치를

백분율과 표준오차로 표시하였다. 연속형 변수의 경우 독립 T 검정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아직까지 혈청 25(OH)D의 적정 농도에 대해

이나 ANOVA를, 범주형 변수의 경우 chi-square 검정을 사용하여 비

공식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없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10

교하였다. 비타민 D 농도와 당뇨병 전단계 및 고혈압 전단계와의 관

ng /mL 미만을 심한 결핍(severe deficiency), 10–20 ng /mL를 결핍

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혈중 25(OH)D 상태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deficiency), 21–29 ng/mL를 상대적인 부족(relative insufficiency), 30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1에서는 변수를 보정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ccording to the vitamin D status
Characteristic

Vitamin D deficiency
(n=1,396)

Vitamin D insufficiency
(n=342)

Normal
(n=70)

88.0 (1.5)

11.0 (1.4)

1.0 (0.4)

<0.001

Age (y)
19–39
40–64

71.9 (1.9)

22.6 (1.7)

5.5 (1.0)

≥65

64.7 (4.3)

30.2 (4.1)

5.1 (1.5)

Male

76.4 (1.9)

20.3 (1.7)

3.3 (0.8)

Female

83.1 (1.5)

13.6 (1.4)

3.3 (0.7)

Lowest quartile

76.7 (3.5)

19.3 (3.1)

4.0 (1.2)

Second to fourth quartile

79.6 (1.4)

17.1 (1.2)

3.2 (0.6)

Urban

77.7 (1.3)

18.7 (1.1)

3.6 (0.5)

Rural

69.5 (2.5)

25.5 (2.3)

5.0 (1.0)

74.7 (1.3)

21.5 (1.2)

3.7 (0.5)

Sex

0.003

Monthly house income level

0.590

Residential area

0.005

Occupation
Full-time paid work

P-value

0.171

Unemployed

77.2 (1.7)

18.4 (1.5)

4.4 (0.7)

Current smoker

81.7 (2.1)

15.4 (1.9)

2.9 (0.9)

0.001

Binge drinkinga

79.9 (1.6)

16.7 (1.5)

3.4 (0.7)

0.607

Aerobic exerciseb

78.1 (1.6)

18.4 (1.4)

3.4 (0.7)

0.367

Daily calcium intake (≥1,000 mg)

62.3 (5.5)

33.6 (5.5)

4.2 (1.9)

0.001

Body mass index (kg/m2)

23.7±0.1

24.3±0.1

23.0±0.1

Waist circumference (cm)

80.2±0.3

82.5±0.6

82.6±1.0

0.004

114.6±0.5

116.3±1.1

119.0±1.6

0.260

Systolic BP (mmHg)
Diastolic BP (mmHg)

<0.001

75.3±0.4

75.8±0.8

78.1±1.2

0.754

Total cholesterol (mg/dL)

184.5±1.2

187.3±2.2

184.9±3.4

0.792

Triglycerides (mg/dL)

135.9±3.6

146.3±7.4

144.6±17.7

0.745

HDL-C (mg/dL)

51.1±0.3

49.5±0.7

52.1±1.8

0.308

LDL-C (mg/dL)

118.2±2.8

116.4±4.9

78.8±14.2

0.361

96.6±0.5

98.3±0.7

94.5±0.5

<0.001

Fasting glucose (mg/dL)
HbA1c (%)
Hypertension

5.6±0.01

5.7±0.03

5.9±0.02

0.020

70.1 (3.3)

22.5 (2.8)

7.4 (2.2)

<0.001

Diabetes mellitus

73.0 (5.4)

22.5 (5.2)

4.5 (2.2)

0.392

Dyslipidemia

72.2 (3.9)

22.2 (3.6)

5.6 (1.5)

0.054

Values are presented as % (standard error) or mean±standard error.
BP, blood pressure; HDL-C,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bA1c, glycated hemoglobin.
a
Defined as drinking >7 drinks in one place at least once per month for male or drinking >5 drinks in one place at least once per month for female. bDefined as 2 hours
and 30 minutes of moderate physical activity or 1 hours and 15 minutes of severe physical activity performed in weeks.
P-values were obtained by chi-square test or independent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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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으며, 모델 2에서는 연령과 성별을 함께 보정하였다. 모델

우 비타민 D 평균값이 가장 높았다(P=0.01). 고혈압, 고혈압 전단계,

3에서는 연령과 성별 및 흡연, 알코올 섭취, 신체활동, 칼슘 보충제

정상 혈압군에 대해 비타민 D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연령대나 성별

섭취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모델 4에서는 가구소득, 체질량지수,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Table 3).
혈청 비타민 D 상태와 당뇨병 및 당뇨병 전단계의 연관성을 분석

수축기 혈압, 공복 혈당을 추가하여 보정하였다. 통계학적 유의 수
준은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하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Table 4), 모델 1에서 비타민 D
충분군에 비하여 비타민D 결핍군의 당뇨병 전단계에 대한 오즈비
는 유의하게 낮았으나(0.54, 95% 신뢰구간, 0.32–0.92), 교란 변수를

결과

보정한 모델 2, 모델 3 및 모델 4에서는 비타민 D 상태가 당뇨병 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전체 연구 대상자는

단계에 대한 오즈비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비슷하게,

총 1,808명이었으며, 이 중 남자가 853명(47.2%), 여자가 955명(52.8%)

혈청 비타민 상태와 고혈압 및 고혈압 전단계와의 연관성을 분석한

이었다. 비타민 D 농도에 따라 세 군으로 구분하였는데 결핍군은

결과(Table 5), 고혈압의 모델 1에서 비타민 D 충분군에 비해 비타민

1,396명(77.2%), 부족군은 342명(18.9%), 정상군은 70명(3.9%)이었다.

D 결핍군의 고혈압에 대한 오즈비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나이, 성별, 거주지역, 현재 흡연자, 하루 칼슙 섭취량, 평균 체질량

(0.38, 95% 신뢰구간 0.19–0.78), 성별, 나이, 흡연, 알코올 섭취, 신체

지수, 허리둘레, 공복혈당, 당화혈색소와 고혈압의 비율은 비타민 D

활동, 칼슘 보충제 섭취, 소득, 체질량지수, 공복혈당 등 교란 변수

농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를 보정한 모델에서는 비타민 D의 상태와 고혈압 및 고혈압 전단계

당뇨병, 당뇨병 전단계, 정상 혈당군에 대해 혈중 25(OH)D 평균값

에 대한 오즈비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을 비교한 결과(Table 2), 모든 연령대 및 남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
는 반면(P>0.05), 여성의 경우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고 당뇨병의 경

Table 2. Mean serum 25-hydroxyvitamin D levels (ng/mL) in prediabetes and diabetes mellitus
Characteristic

Normal glucose Prediabetes Diabetes mellitus
P-value
(n=948)
(n=678)
(n=180)

Age (y)

Table 3. Mean serum 25-hydroxyvitamin D levels (ng/mL) in prehypertension and hypertension
Characteristic

Normal group Prehypertension
(n=983)
(n=502)

Hypertension
(n=323)

P-value

Age (y)

19–39

14.2±0.3

14.2±0.5

13.6±0.7

0.767

19–39

14.5±0.3

13.5±0.6

12.8±1.4

0.367

40–64

16.8±0.4

17.4±0.5

16.8±0.7

0.592

40–64

17.0±0.4

17.3±0.5

16.9±0.6

0.845

≥65

18.3±1.2

18.4±0.8

16.3±1.1

0.477

≥65

19.5±1.1

17.9±1.4

17.3±0.8

0.102

Sex

Sex

Male

17.1±0.6

17.4±0.4

16.9±0.8

0.071

Male

17.7±0.5

16.9±0.6

16.8±0.6

0.603

Female

15.7±0.5

16.0±0.5

16.1±0.8

0.010

Female

16.3±0.5

15.5±0.7

14.5±0.7

0.594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error.
P-values were obtained by ANOVA test.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error.
P-values were obtained by ANOVA test.

Table 4. Odds ratios with 95% confidence intervals of diabetes mellitus and prediabetes by serum vitamin D status
Serum vitamin D statu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Diabetes mellitus
Normal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Vitamin D insufficiency

0.66 (0.23–1.87)

0.84 (0.28–2.46)

0.84 (0.29–2.49)

0.27 (0.03–2.25)

Vitamin D deficiency

0.43 (0.16–1.16)

0.98 (0.36–2.67)

0.92 (0.34–2.50)

0.39 (0.05–2.92)

Prediabetes
Normal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Vitamin D insufficiency

0.97 (0.55–1.72)

1.15 (0.64–2.05)

1.23 (0.66–2.30)

1.18 (0.53–2.63)

Vitamin D deficiency

0.54 (0.32–0.92)

0.92 (0.53–1.62)

0.84 (0.45–1.56)

0.70 (0.33–1.47)

Values are presented as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Normal: 25-hydroxyvitamin D ≥30 ng/mL; vitamin D insufficiency: 20–29 ng/mL; vitamin D deficiency: <20 ng/mL. Model 1 was unadjusted. Model 2 was adjusted for
age and sex. Model 3 was adjusted for age, sex, smoking status, alcohol consumption, physical activity, and calcium supplement intake. Model 4 was adjusted for age,
sex, smoking status, alcohol consumption, physical activity, calcium supplement intake, income, body mass index, and systolic blood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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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Odds ratios with 95% confidence intervals of hypertension and prehypertension by serum vitamin D status
Serum vitamin D statu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Hypertension
Normal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Vitamin D insufficiency

0.52 (0.24–1.13)

0.55 (0.23–1.30)

0.57 (0.25–1.29)

0.39 (0.13–1.12)

Vitamin D deficiency

0.38 (0.19–0.78)

0.77 (0.35–1.71)

0.75 (0.35–1.60)

0.71 (0.26–1.96)

Prehypertension
Normal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Vitamin D insufficiency

0.70 (0.35–1.42)

0.67 (0.34–1.31)

0.80 (0.39–1.65)

0.69 (0.25–1.92)

Vitamin D deficiency

0.67 (0.35–1.27)

0.99 (0.48–1.72)

0.94 (0.46–1.82)

1.01 (0.39–2.60)

Values are presented as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Normal: 25-hydroxyvitamin D ≥30 ng/mL; vitamin D insufficiency: 20–29 ng/mL; vitamin D deficiency: <20 ng/mL. Model 1 was unadjusted. Model 2 was adjusted for
age and sex. Model 3 was adjusted for age, sex, smoking status, alcohol consumption, physical activity, and calcium supplement intake. Model 4 was adjusted for age,
sex, smoking status, alcohol consumption, physical activity, calcium supplement intake, income, body mass index, and fasting glucose.

혈압 상승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2,23) 관찰연구의 메타분

고찰

석에 따르면 비타민 D 농도가 16 ng/mL 감소할 때마다 고혈압에 걸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을 대표할 수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릴 위험이 16%정도 증가하였다.24) Health Professionals’ Follow-up

를 바탕으로, 19세 이상의 성인에서 혈중 비타민 D 상태와 당뇨병

Study와 Nurses’ Health Study 코호트를 이용한 전향적 연구25)에서는

전단계와 고혈압 전단계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비타민

25(OH)D 농도가 15 ng/mL 미만이었던 성인 남녀에서 4–8년 후 고

D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여성의 경우 당뇨병에서 가장 높았으나, 각

혈압의 발생위험이 각각 8.1배와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연령 및 성별 군에서 혈압상태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편 이와 같은 결과들과 반대로 939명의 65세 이상의 중국인을 대상

았다. 또한, 교란 변수를 보정한 후 비타민 D 상태와 당뇨병 및 당뇨

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는 비타민 D 수치와 고혈압의 관련성은 발견

병 전단계 유병에 대한 오즈비 간에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

되지 않았다.26) 또한 2014년 American Heart Association에서 발표한

다. 고혈압 및 고혈압 전단계 역시 비타민 D 상태와 유의한 관련성

DAYLIGHT trial에 따르면 비타민 D 보충제는 고혈압 전단계에서 혈

을 보이지 않았다.

압을 낮추지 못하였다.15) 이처럼 현재 혈중 비타민 D 농도와 당뇨병

비타민 D의 수치와 당뇨병 전단계의 오즈비가 관련성을 보이지

및 고혈압과의 관련성에 대한 여러 연구에서 관련성이 있는 결과와

않은 본 연구의 결과와 상충되는 이전의 연구들이 있다. 유럽의

없는 결과가 모두 보고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European Prospective Investigation into Cancer-Norfolk study 에서도

관련성이 없는 쪽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왔다.

25(OH)D 농도와 제2형 당뇨병과 역의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다. 이외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국민건강영

에도 다수의 역학 연구에서 낮은 비타민 D 농도가 당 대사에 영향

양조사는 단면연구이기 때문에 비타민 D 수치와 질병의 병태생리학

18,19)

한편 이와

과 대사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

같은 연구들과는 반대로 비타민 D 보충제가 당뇨병 전단계 성인의

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다른 연구나 데이터와 비교하여

을 주거나 당뇨병의 발생과 연관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20)

당 대사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결과도 있다. 이렇듯 현재까지 임

엄격히 질 관리가 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결과를 확인할

상 연구에서 비타민 D와 당뇨병과의 일관된 관계를 보여주지 못하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25(OH)D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많

고 있는 실정이다.

은 요인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절적인 요인, 햇빛 노출 정도,

비타민 D 대사가 제2형 당뇨병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은 인슐린

생활습관, 동반질환, 복용약물 등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

수용체의 발현을 자극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에 영향을 주거나 간

한 요인들이 결과 해석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접적으로 칼슘의 항상성을 조절한다. 또한 비타민 D는 인터페론-감

셋째, 체내 칼슘 농도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부갑상선 호르몬의 변

마나 인터루킨-2의 생성을 억제하여 만성염증으로부터 췌장의 베타

수가 배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세포를 보호하는데, 이러한 작용이 제2형 당뇨병의 발생에 영향을

한국인을 대상으로 규모 있고 대표성 있는 표본을 사용하여 연구결

21)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비타민 D는 레닌 촉진 유전자를 억제하여 레닌 생성을 낮출 뿐
아니라, 세포 내 칼슘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레닌 활성도를 낮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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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전 한국인에게 일반화할 수 있는 국내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한국인에서 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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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D와 당뇨병 전단계 및 고혈압 전단계의 위험과 독립적인 관련성

Ga Eun Nam, http://orcid.org/0000-0002-6739-9904

이 없었다. 향후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

Jeemin Choo, http://orcid.org/0000-0002-2813-8904

으로 생각된다.

Heewoong Park, http://orcid.org/0000-0002-8625-2393
Sang Jo Lee, http://orcid.org/0000-0003-0139-8156
Shinwook Park, http://orcid.org/0000-0001-7142-4722

요약

Sunjoo Chung, http://orcid.org/0000-0001-9284-1621

연구배경: 현재 전세계적으로 성인에서는 비타민 D 결핍이 당뇨병

Eun Sik Lee, http://orcid.org/0000-0002-8841-0834

및 고혈압과 관련 있다는 여러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으나 한국인을

Youn Huh, http://orcid.org/0000-0001-8899-9637

대상으로 비타민 D와 당뇨병 전단계 및 고혈압 전단계와의 관련성

Wonsock Kim, http://orcid.org/0000-0002-6398-3302

을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Yeongkeun Kwon, http://orcid.org/0000-0002-0025-0187

자료를 이용하여 19세 이상 한국 성인에서 혈중 비타민 D 상태와

Yang-Hyun Kim, http://orcid.org/0000-0003-3548-8758

당뇨병 전단계 및 고혈압 전단계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Kyung-Hwan Cho, http://orcid.org/0000-0003-2521-3064

방법: 2013–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9세 이상 성인 총
1,808명(남자 853명, 여자 955명)을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비타민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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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및 성별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연령, 성별,
흡연, 알코올 섭취, 신체 활동, 칼슘 보충제 섭취, 소득수준, 체질량
지수, 수축기 혈압, 공복혈당을 보정한 후 혈중 25(OH)D 상태는 당
뇨병 전단계 및 고혈압 전단계의 오즈비와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결론: 한국 성인에서 혈중 비타민 D 상태는 당뇨병 전단계와 고혈
압 전단계의 위험과 독립적인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중심단어: 비타민 D; 25-Hydroxyvitamin D; 당뇨병 전단계; 고혈압
전단계; 국민건강영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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