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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sufficient vitamin D intake is a major health problem around the world. Recently, many studies have 

suggested that vitamin D intake may influence insulin resistance. However, little is known about the associa-

tion between vitamin D and diabetes mellitu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

tween serum 25-hydroxy vitamin D (25(OH)D) levels and diabetes mellitus in Korean adults. This study was 

a cross-sectional analysis of 3,686 participants of the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2013∼2014 aged 19 years and higher.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ean serum 

25-hydroxy vitamin D (25(OH)D) level in Korean adults was 16.77 ng/mL, and 74.2% of them had an in-

sufficient serum 25-hydroxy vitamin D (25(OH)D) level (below 20 ng/mL). In normal and pre-diabetic groups, 

the serum 25-hydroxy vitamin D (25(OH)D) level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age (P＜0.001),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relative to age in the diabetic group. Low vitamin D levels (25-hydroxy vitamin D 

＜10 ng/mL) were associated with increased fasting blood glucose levels, compared with optimal vitamin D 

levels (25-hydroxy vitamin D ＞30 ng/mL), after adjusting for variables that may affect fasting blood glucose, 

but this result was not significant. In conclusion, although no significant association was observed between 

diabetes prevalence and vitamin D levels in this study, further studies are needed because the effect of vita-

min D on diabetes remains controversial. This nutrient plays a crucial role in the body, and levels are in-

sufficient in the Korean population.

Key words : diabetes mellitus, vitamin D deficiency, 25-hydroxy vitamin D,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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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전 세계적으로 비타민 D 결핍은 주요 건강 문제

이며 그에 대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

라의 경우 비타민 D 섭취가 불충분하여 근골격계 

질환, 암,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등 큰 건강상의 문

제를 야기할 수 있다(Mithal 등 2009). 

비타민 D는 스테로이드호르몬과 구조 및 작용기

전이 유사하여 프로호르몬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또

한 장에서 칼슘의 흡수를 촉진시키고 칼슘과 인산

의 항상성과 관련이 있으며 뼈와 치아의 건강을 유

지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Holick 2007). 비타민 

D는 2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콜레칼시페롤

(cholecalciferol, vitamin D3)은 피부에서 자외선에 의

해 생성되며 고등어, 달걀 노른자 등 동물성 식품에 

함유되어 있고, 에르고칼시페롤(ergocalciferol, vitamin 

D2)은 식물성 식품에 함유되어 있다(Holick 2004; 

Prietl 등 2013). 비타민 D3가 간에서 칼시디올[25-hy-

droxy vitamin D(25(OH)D), calcidiol]로 전환되며 신장

에서는 25(OH)D가 체내 활성형태인 칼시트리올[1,25- 

dihydroxyvitamin D(1,25(OH)2D), calcitriol]로 전환되어 

칼슘 흡수를 증가시킨다(Wolff 등 2008). Holick(2004)

에 따르면 영양상태를 판정하는 지표로써 비타민 D는 

반감기가 활성형태인 칼시트리올보다 2∼3주 더 긴 혈

중 25(OH)D의 농도를 측정하여 사용한다. 혈중 

25(OH)D의 농도에 따른 비타민 D의 적절한 영양상태

는 Bischoff-Ferrari 등(2006)에 따르면 혈중 25(OH)D의 

농도가 10 ng/mL이면 심한 결핍, 11∼20 ng/mL이면 

결핍, 21∼29 ng/mL이면 상대적인 부족, 30 ng/mL 

이상은 충분하다고 분류한다. 비타민 D의 부족과 관

련된 선행연구의 결과로는 2008년도 국민건강영양조

사를 이용한 연구 결과에서 한국인의 57%가 혈중 

비타민 D가 불충분하다는 결과가 있었고(Choi 등 

2011), 2010년과 2011년의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결과

를 이용한 연구에서도 남성 34.2%, 여성 22.4%를 제

외한 한국인들이 비타민 D 부족 내지 불충분하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Jung 2013). 

최근 여러 연구에서 비타민 D가 비만, 고혈압, 

암, 심혈관계 질환, 제2형 당뇨병 등 다양한 질병과 

연관이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Wortsman 등 2000; 

Autier & Gandini 2007; Gouni-Berthold 등 2009; Mitri 

등 2011). Pittas 등(2007)에 의하면 비타민 D가 칼슘

의 항상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Pittas 등(2006)에 의하

면 비타민 D와 칼슘 섭취가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소아에

서 비타민 D의 보충이 제1형 당뇨병 발병 위험률이 

30% 정도 감소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Zipitis & 

Akobeng 2008). 전 세계 51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외선 조사가 많은 지역일수록 제1형 당

뇨병 발병이 적으며 비타민 D가 제1형 당뇨병 발병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관련성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

다(Mohr 등 2008). 제4기 국민건강영양조사(2008∼

2009년) 결과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19세 이상 성인

을 대상으로 혈중 25(OH)D 농도와 제2형 당뇨병과

의 연관성을 분석하였을 때 혈중 25(OH)D 농도가 

가장 높았던 군에 비해 혈중 25(OH)D 농도가 가장 

낮았던 군에서 당뇨병 유병률이 1.76배 증가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Rhee 등 2012). Talaei 등(2013)의 

연구에서는 제2형 당뇨병 환자 100명에게 비타민 D3

를 보충하였을 때 공복혈당, 인슐린 저항성(homeosta-

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 HOMA-IR) 

지수가 개선되었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춘다는 결과

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6기 국민건강영

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비타

민 D 수준을 조사하고 혈중 비타민 D 농도와 당뇨

병 유병의 관련성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2013∼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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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low chart of subjects selection. 
1)
KNHANE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
FBG: Fasting blood 

glucose.

의 원시 데이터 자료를 이용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

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와 통계법 제17조에 근

거한 지정 통계(승인번호 제11702호)이며,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모집단으로 하는 순환표본조사(rolling 

sampling survey)이자 전국 규모의 횡단적 연구

(cross-sectional study)이다. 표본추출방법은 조사구 및 

가구를 1, 2차 추출 단위로 하는 2단계 충화집락표

본추출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시ㆍ도, 동ㆍ읍ㆍ면, 주

택 유형을 기준으로 추출틀을 층화하고, 주거면적 

비율, 가구주 학력 비율 등을 내재적 층화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는 질병관리본

부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받았다 (승

인번호 2013-12EXP-03-5C).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된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참여자 수는 15,568명이

었고, 만 19세 이상의 성인 12,004명 중 건강설문조

사, 건강검진조사 및 영양조사에서 불충분한 응답과 

검사 결과가 누락된 대상자를 제외한 총 3,686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대상자는 대한당뇨병학

회에서 제시한 2015년 당뇨병 진료지침을 기준으로 

공복혈당 100 mg/dL 미만은 정상군(normal, n=2,622), 

공복혈당 100 mg/dL 이상, 125 mg/dL 이하를 전당뇨

병군(pre-diabetes, n=843), 공복혈당 126 mg/dL 이상인 

경우 당뇨병군(diabetes, n=221)으로 분류하였다(Fig. 

1).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일반 특성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2년 동안 시행된 제6

기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조사된 건강설문조사 자

료를 이용하였다. 건강설문조사는 가구 조사, 건강

면접조사, 건강행태조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조사 

항목으로는 성별, 연령, 가구 소득, 학력, 직업, 질병 

이환, 음주, 흡연을 사용하였다. 고혈압, 이상지질혈

증, 당뇨병의 질병 이환에 대한 정보는 현재 유병 

여부를 사용하였다. 음주에 대한 정보는 과거 1년간 

음주 빈도 중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은 그룹’

과 ‘월 1회 이상 마신 그룹’으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흡연에 대한 정보는 ‘현재 피우지 않는 그룹’과 ‘현

재 피우는 그룹’으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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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계측 및 생화학적 지표

신체계측 항목으로는 건강검진 자료 중 신장, 체

중, 허리둘레(waist circumference, WC), 비만 유병 여

부를 사용하였다. 허리둘레는 대상자가 숨을 내쉰 

상태에서 마지막 늑골 하단 및 장골능선 상단을 줄

자를 이용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0.1 cm)까지 측정

하였고,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신장 

및 체중을 이용하여 계산된 수치이다. 혈압 측정은 

1, 2, 3차 혈압을 측정하여 1회 측정치를 제외한 2차

와 3차 측정치의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혈액검사를 

위한 채혈은 최소 8시간 이상 공복상태에서 정맥을 

통해 수집하고, 전처리 후 냉장보관 후 네오딘의학연

구소에서 채취 후 24시간 안에 분석을 실시했다. 혈

액검사 항목으로는 총 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 

TC), 중성지방(triglyceride, TG), HDL-콜레스테롤(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 공복혈당(Fasting 

blood glucose, FBG), 당화혈색소(HbA1c), GOT(gluta-

mic oxalate transaminase), GPT(glutamic pyruvate trans-

amines), 혈중 25(OH)D 농도를 사용하였다. HDL-콜레

스테롤은 미국 질병통제센터(Centers for disease con-

trol and prevention, CDC)에서 운영 중인 지질 표준화 

프로그램(Lipid Standardization Program)에 참여하며, 

해당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임상검사기관에서 측정

된 값을 보정하기 위해 전환식을 적용한 자료를 사

용하였다. 분석 시약의 교정용 물질값이 주기적으로 

변경하되 매년 측정 소급성 평가를 시행하고, 2013∼ 

2014년의 전환식은 HE_HDL_st2=(HDL원자료×0.952)+ 

1.096이다.

3) 영양소 섭취 조사

영양소 섭취량은 개인별 24시간 회상법을 이용하

여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조사 전날 하루 

동안 섭취한 음식의 종류 및 섭취량과 조리법을 조

사하여 에너지와 각 영양소의 섭취량을 산출하였다. 

3.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통계처리는 SPSS 21.0 

(IBM, Armonk, NY, USA)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

였다. 대상자의 특성 및 각 집단의 혈중 25(OH)D 

농도에 대해 명목형 자료는 교차분석(chi-square test)

을 통해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내었고, 연속형 자료

는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해 평균

±표준편차(mean±standard deviation)로 나타내었다. 당

뇨병 발병 유무에 따른 변수들의 교차비(odds ratio, 

OR)와 95% 신뢰도(confidence interval, CI)를 구하기 

위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ple logistic re-

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였다.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란 인자(confounding factor)들을 보정하기 

위하여 공복혈당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1) model 1: 

교란 인자를 보정하지 않음, 2) model 2: 교육 정도, 

이완기혈압, 수축기혈압, 허리둘레,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알라닌 아미노 전이효소[alanine amino-

transferase, ALT, GPT]를 보정하여 분석함, 3) model 

3: model 2에 고혈압 유병 여부, 당뇨병 유병 여부, 

비만 유병 여부를 보정하여 분석함). 전당뇨병과 당

뇨병 그룹에서 혈중 25(OH)D 농도에 따라 대상자를 

네 군으로 나누고 각 군의 공복혈당에 대한 교차비

를 구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

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통계적인 유의성 검

증은 유의수준 P＜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결 과

1. 당뇨병 유무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총 3,686명의 대상자 중 남성은 1,777명(48.2%), 

여성은 1,909명(51.8%)이었으며, 이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5.66세였다(Table 1). 당뇨병의 유무에 따른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공복혈당을 기준으로 분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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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subjects according to status of diabetes.

Variables Total (N=3,686) Normal (n=2,622) Pre-diabetes (n=843) Diabetes (n=221) P-value
1)

Sex ＜0.001***

Male (%)
2)

1,777 (48.2) 1,169 (44.6) 470 (55.8) 138 (62.4)

Female (%) 1,909 (51.8) 1,453 (55.4) 373 (44.2) 83 (37.6)

Age (years)
3)

45.66±18.87 41.94±18.75 53.95±15.88 60.10±12.51 ＜0.001***

19∼29 760 (20.6) 705 (26.9) 49 ( 5.8) 6 ( 2.7)

30∼39 722 (19.6) 583 (22.2) 123 (14.6) 16 ( 7.2)

40∼49 720 (19.5) 500 (19.1) 176 (20.9) 44 (19.9)

50∼59 745 (20.2) 439 (16.7) 247 (29.3) 59 (26.7)

60≥ 739 (20.0) 395 (15.1) 248 (29.4) 96 (43.4)

Income (%) ＜0.001***

Lowest 490 (13.3) 307 (11.7) 137 (16.3) 46 (20.8)

Medium-low 999 (27.1) 700 (26.7) 229 (27.2) 70 (31.7)

Medium-high 1,103 (29.9) 791 (30.2) 254 (30.1) 58 (26.2)

Highest 1,094 (29.7) 824 (31.4) 223 (26.5) 47 (21.3)

Education (%) ＜0.001***

Elementary 562 (15.2) 307 (11.7) 191 (22.7) 64 (29.0)

Lower secondary 360 ( 9.8) 216 ( 8.2) 116 (13.8) 28 (12.7)

Upper secondary 1,448 (39.3) 1,064 (40.6) 314 (37.2) 70 (31.7)

College or more 1,316 (35.7) 1,035 (39.5) 222 (26.3) 59 (26.7)

Occupation (%) ＜0.001***

Managers & specialists 533 (14.5) 428 (16.3) 88 (10.4) 17 ( 7.7)

Clerks 428 (11.6) 316 (12.1) 89 (10.6) 23 (10.4)

Service & sales workers 522 (14.2) 375 (14.3) 120 (14.2) 27 (12.2)

Agricultural, forestry & fishery workers 142 ( 3.9) 85 ( 3.2) 41 ( 4.9) 16 ( 7.2)

Engineers & technicians 427 (11.6) 266 (10.1) 139 (16.5) 22 (10.0)

Manual laborers 320 ( 8.7) 210 ( 8.0) 87 (10.3) 23 (10.4)

None 1,314 (35.6) 942 (35.9) 279 (33.1) 93 (42.1)

Hypertension (%) 500 (13.6) 221 ( 8.4) 185 (21.9) 94 (42.5) ＜0.001***

Dyslipidemia (%) 290 ( 7.9) 129 ( 4.9) 106 (12.6) 55 (24.9) ＜0.001***

Diabetes mellitus (%) 208 ( 5.6) 32 ( 1.2) 55 ( 6.5) 121 (54.8) ＜0.001***

Alcohol drinking (%) 2,840 (77.0) 2,021 (77.1) 661 (78.4) 158 (71.5) 0.093

Smoking (%) 895 (24.3) 597 (22.8) 232 (27.5) 66 (29.9) 0.003**

Obesity (%) 1,177 (31.9) 659 (25.1) 385 (45.7) 133 (60.2) ＜0.001***

25(OH)D
4)

 (ng/mL) 16.77±6.63 16.39±6.45 17.74±7.08 17.58±6.55 ＜0.001***

25(OH)D ＜10 ng/mL (%) 477 (12.9) 367 (14.0) 87 (10.3) 23 (10.4)

10≤25(OH)D＜20 ng/mL (%) 2,258 (61.3) 1,640 (62.5) 486 (57.7) 132 (59.7)

20≤25(OH)D＜30 ng/mL (%) 792 (21.5) 515 (19.6) 222 (26.3) 55 (24.9)

25(OH)D ≥30 ng/mL (%) 159 ( 4.3) 100 ( 3.8) 48 ( 5.7) 11 ( 5.0)

SBP
4)

 (mmHg) 115.95±15.78 113.09±14.51 122.58±16.82 124.62±15.42 ＜0.001***

DBP
4)

 (mmHg) 75.18±10.15 73.87±9.63 78.53±10.68 78.04±10.5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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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Variables Total (N=3,686) Normal (n=2,622) Pre-diabetes (n=843) Diabetes (n=221) P-value
1)

Height (cm) 164.32±8.96 164.38±8.95 164.24±9.00 163.96±9.01 0.759

Weight (kg) 64.29±12.26 62.63±11.70 67.78±12.42 70.56±13.28 ＜0.001***

WC
4)

 (cm) 80.37±10.04 78.31±9.51 84.64±9.28 88.54±9.76 ＜0.001***

BMI
4)

 (kg/m
2
) 23.71±3.50 23.09±3.30 25.02±3.36 26.17±3.96 ＜0.001***

Fasting glucose (mg/dL) 97.64±19.64 89.55±6.13 107.46±6.38 156.22±35.56 ＜0.001***

HbA1c (%) 5.76±0.75 5.54±0.37 5.94±0.61 7.65±1.46 ＜0.001***

TC
4)

 (mg/dL) 186.96±35.09 185.80±34.39 191.96±35.83 193.43±37.88 ＜0.001***

HDL-C
4)

 (mg/dL) 52.57±12.10 53.92±12.20 49.79±10.84 47.23±12.16 ＜0.001***

TG
4)

 (mg/dL) 135.52±112.58 120.44±97.47 162.32±127.66 212.22±159.26 ＜0.001***

GOT
4)

 (IU/L) 21.57±10.06 20.71±9.05 23.10±11.40 25.95±13.63 ＜0.001***

GPT
4)

 (IU/L) 21.40±18.62 19.85±18.95 24.38±16.87 28.45±18.06 ＜0.001***

Calcium (mg) 507.12±298.99 503.93±301.21 515.59±292.47 511.68±298.59 0.631
1)

 P-values were obtained by chi-square test for categorical variables and by one-way ANOVA for continuous variables
2)

 Data are shown as the N (%) for categorical variables
3)

 Data are shown as the mean±SD for continuous variables
4) 

25(OH)D: 25-hydroxy vitamin D,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WC: waist circumference, BMI: body mass 

index, TC: total cholesterol,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TG: triglyceride, GOT: 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 GPT: 

glutamic pyruvic transaminase

**P＜0.01, ***P＜0.001

였을 때 정상군이 2,622명(71.1%), 전당뇨병군이 843명

(22.9%), 당뇨병군이 221명(6.0%)이었고 남성이 여성

보다 정상군(44.6%)에 비해 당뇨병군(62.4%)의 비율

이 높았다(P＜0.001). 연령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았

을 때 평균 연령은 정상군은 41.94세, 전당뇨병군은 

53.95세, 당뇨병군은 60.10세였고, 만 40세 이상인 군

에서 전당뇨병군(20.9%, 29.3%, 29.4%)과 당뇨병군

(19.9%, 26.7%, 43.4%)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P

＜0.001). 가구 소득 수준을 4분위로 나누었을 때, 

소득이 낮은 두 군에서 정상군에 비해 전당뇨병군

은 각각 16.3%, 27.2%, 당뇨병군은 각각 20.8%, 

31.7%로 유의적으로 비율이 높았다(P＜0.001). 교육 

수준을 4분위로 나누었을 때, 교육 수준이 낮은 군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에서 전당뇨병군은 각각 

22.7%, 13.8%, 당뇨병군은 각각 29.0%, 12.7%로 정

상군 각각 11.7%, 8.2%에 비해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직업군에서는 농림어업 숙련 종사

자, 단순노무종사자, 무직(주부, 학생 등)인 경우 정

상군보다 당뇨병군의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다(P＜ 

0.001). 본 연구 결과에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

뇨병 같은 기저질환과 비만의 경우에는 정상군에 비

하여 전당뇨병군은 각각 21.9%, 12.6%, 6.5%, 45.7%

였고, 당뇨병군에서는 각각 42.5%, 24.9%, 54.8%, 

60.2%로 유의적으로 더 높았다(P＜0.001). 또한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총 콜레

스테롤, 중성지방, GOT, GPT는 정상군보다 전당뇨병

군, 당뇨병군에서 더 높았고, HDL-콜레스테롤은 더 낮

았다(P＜0.001). 혈중 25(OH)D의 농도의 경우에는 정

상군(16.39 ng/mL)에 비해 전당뇨병군(17.74 ng/mL)과 

당뇨병군(17.58 ng/mL)에서 유의적으로 더 높았다(P＜ 

0.001). 1일 칼슘 섭취량은 정상군에 비하여 당뇨병군

이 높았지만 유의적이지는 않았다.

2. 전체 당뇨병군에서 공복혈당과 변수 간의 상관성 분석

전당뇨병군과 당뇨병군을 전체 당뇨병군으로 분

류하고 그에 따른 공복혈당과 변수 간의 상관성에 대

한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전체 당뇨병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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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ssociation between fasting blood glucose and other 
variables in pre-diabetes and diabetes.

Category
Total diabetes

1)

OR 95% CI
2)

P-value
3)

Education

Elementary - - ＜0.001***

Lower secondary 2.266 1.721∼2.982 ＜0.001***

Upper secondary 1.814 1.342∼2.451 ＜0.001***

College or more 1.371 1.113∼1.688  0.003**

SBP
4)

 (mmHg) 1.016 1.008∼1.024 ＜0.001***

DBP
4)

 (mg/dL) 1.010 0.999∼1.022  0.085

Total cholesterol (mg/dL) 1.005 1.003∼1.008 ＜0.001***

Triglyceride 1.001 1.000∼1.002  0.002**

Hypertension 0.693 0.540∼0.889  0.004**

Dyslipidemia 0.591 0.435∼0.802  0.001**

Diabetes 0.098 0.064∼0.150 ＜0.001***

Alcohol drinking 0.751 0.607∼0.931  0.009**

Weight (kg) 1.028 1.020∼1.036 ＜0.001***

HDL cholesterol
4)
 (mg/dL) 0.986 0.977∼0.994  0.001**

25(OH)D
4)

 level

25(OH)D ＜10 ng/mL - -  0.005**

10 ng/mL≤25(OH)D＜20 ng/mL 0.591 0.373∼0.937  0.025*

20 ng/mL≤25(OH)D＜30 ng/mL 0.801 0.514∼1.188 0.270

25 ng/mL(OH)D ≥30 ng/mL 1.014 0.671∼1.532  0.947
1)

 Total diabetes was combined pre-diabetes and diabetes
2)

 OR: odds ratios, CI: confidence interval
3)

 P-values were obtained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4)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HDL cholesterol: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25(OH)D: 

25-hydroxy vitamin D

*P＜0.05, **P＜0.01, ***P＜0.001

교육 수준이 초등학교 졸업인 그룹에 비해 중학교 졸

업인 그룹이 2.266배(OR=2.266, 95% CI=1.721∼2.982), 

고등학교 졸업인 그룹이 1.814배(OR=1.814, 95% CI= 

1.342∼2.451), 대학교 졸업 이상인 그룹이 1.371배

(OR=1.371, 95% CI=1.113∼1.688) 공복혈당의 위험률

이 증가하였다. 수축기혈압이 증가함에 따라 공복혈당

의 위험률이 1.016배(OR=1.016, 95% CI=1.008∼1.024),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함에 따라 공복혈당의 

위험률이 1.005배(OR=1.005, 95% CI=1.003∼1.008),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공복혈당의 위험률이 1.028배

(OR=1.028, 95% CI=1.020∼1.036) 증가하였다. 혈중 

25(OH)D 농도의 경우 10 ng/mL 미만인 그룹에 비해 

30 ng/mL 이상인 그룹이 1.014배(95% CI=0.671∼

1.532) 공복혈당의 위험률이 증가하지만 신뢰구간이 

1을 포함하고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3. 당뇨병 유무에 따른 대상자의 25(OH)D 농도

당뇨병 발병 유무에 따른 혈중 25(OH)D 농도 분

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당뇨병군에서는 남녀에 

따라 혈중 25(OH)D 농도의 차이가 유의적이지 않았

지만 모든 군에서 여성에 비해 남성의 혈중 25(OH)D 

농도가 더 높았다. 정상군과 전당뇨병군의 20대에서 

가장 낮았고,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혈중 25(OH)D 

농도가 유의적으로 증가했다(P＜0.001). 당뇨병군에서 

현재 당뇨병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경우가 당뇨

병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혈중 25(OH)D 농도가 

유의적으로 낮았다(P＜0.05). 정상군과 전당뇨병군에

서는 당뇨병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경우 당뇨병

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혈중 25(OH)D 농도가 

낮았지만 유의적이지는 않았다. 또한 정상군과 전당

뇨병군에서 칼슘 섭취량이 700 mg 이상인 경우가 

700 mg 미만인 경우보다 혈중 25(OH)D 농도가 유의

적으로 높았다(P＜0.05, P＜0.001). 그러나 당뇨병군

에서는 칼슘 섭취량에 따른 혈중 25(OH)D 농도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4. 공복혈당과 관련 변수와의 상관성

공복혈당에 독립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를 결정하

기 위해 공복혈당을 종속변수로 하고 다중공선성을 

가지는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

여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분석 

결과 교육 정도, 고혈압, 당뇨병, 수축기혈압, 이완

기혈압, 허리둘레, 비만,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GPT, 25(OH)D 농도가 공복혈당의 결정인자로 나타

났고, 이들 변수로 공복혈당을 29.2%(R
2
=0.292)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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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erum 25(OH)D levels according to status of diabetes.

Variables
Normal (n=2,312) Pre-diabetes (n=761) Diabetes (n=200)

25(OH)D
1)

 (ng/mL) P-value
2)

25(OH)D (ng/mL) P-value 25(OH)D (ng/mL) P-value

Sex ＜0.001*** 0.007** 0.123

Male 17.36±6.59
3)

18.42±6.97 18.37±6.75

Female 15.85±6.33 17.02±7.18 16.88±6.40

Age (years) ＜0.001*** ＜0.001*** 0.481

19∼29 14.46±5.26 13.61±5.22 15.65±4.67

30∼39 15.68±5.44 15.66±5.34 15.04±3.27

40∼49 16.31±5.89 16.31±6.49 17.74±6.78

50∼59 18.63±7.54 18.50±6.86 18.49±7.12

60≥ 18.83±7.61 19.69±7.94 17.96±6.74

Income 0.004** 0.278 0.186

Lowest 16.86±6.90 18.20±8.32 17.94±7.20

Medium-low 16.50±6.84 17.40±6.56 16.95±6.82

Medium-high 15.80±6.15 17.30±6.59 17.31±5.71

Highest 17.01±6.29 18.46±7.35 19.82±6.76

Education ＜0.001*** ＜0.001*** 0.245

Elementary 18.90±8.15 18.63±7.37 18.28±7.01

Lower secondary 18.20±7.47 19.85±7.40 16.75±6.59

Upper secondary 15.93±6.16 17.02±7.11 16.73±6.61

College or more 15.96±5.75 16.91±6.31 18.98±6.17

Occupation ＜0.001*** 0.002** 0.015*

Managers & specialists 15.70±5.89 16.76±5.44 21.16±6.99

Clerks 15.81±5.70 16.24±6.93 19.19±6.56

Service & sales workers 16.13±5.83 17.36±6.85 15.81±6.49

Agricultural, forestry & fishery workers 22.68±7.51 22.22±5.99 22.20±7.28

Engineers & technicians 17.51±7.12 17.78±6.32 17.95±6.30

Manual laborers 17.36±6.81 17.59±6.82 17.18±5.84

None 16.13±6.50 18.09±7.96 16.83±6.42

Hypertension ＜0.001*** 0.265 0.912

No 16.32±6.41 17.62±6.99 17.84±6.94

Yes 18.25±6.98 18.31±7.46 17.74±6.31

Dyslipidemia 0.002** 0.309 0.476

No 16.39±6.41 17.67±6.86 17.60±6.56

Yes 18.30±7.46 18.45±8.53 18.37±6.92

Diabetes mellitus 0.103 0.753 0.014*

No 16.52±6.48 17.79±7.12 19.05±6.73

Yes 14.61±6.97 17.47±6.91 16.73±6.41

Alcohol drinking 0.126 0.604 0.286

No 16.86±6.91 18.02±7.77 17.01±6.81

Yes 16.38±6.34 17.70±6.90 18.1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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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Variables
Normal (n=2,312) Pre-diabetes (n=761) Diabetes (n=200)

25(OH)D
1)

 (ng/mL) P-value
2)

25(OH)D (ng/mL) P-value 25(OH)D (ng/mL) P-value

Smoking 0.484 0.643 0.201

No 16.45±6.42
3)

17.84±7.36 18.17±6.47

Yes 16.68±6.73 1757±6.30 16.82±7.05

Obesity 0.391 0.47 0.523

Normal 16.56±6.61 17.94±7.24 17.42±7.42

Abnormal 16.30±6.11 17.57±6.93 18.04±6.10

SBP
1)

 (mmHg) 0.96 0.64 0.24

Normal 16.49±6.52 17.72±6.98 18.04±6.62

140≥ 16.52±5.98 18.08±7.85 16.55±6.75

DBP
1)

 (mmHg) 0.128 0.441 0.312

Normal 16.44±6.51 17.69±7.03 17.60±6.43

90≥ 17.31±6.07 18.26±7.52 18.93±7.78

BMI
1)

 (kg/m
2
) 0.391 0.47 0.523

normal 16.56±6.61 17.94±7.24 17.42±7.42

25≥ 16.30±6.11 17.57±6.93 18.04±6.10

HbA1c (%) 0.021* 0.895 0.514

6≤ 16.41±6.44 17.75±6.98 18.96±8.28

6＞ 17.67±7.01 17.82±7.32 17.72±6.53

TC
1)

 (mg/dL) 0.010* 0.831 0.238

240≤ 16.40±6.41 17.75±7.12 17.97±6.64

240＞ 17.82±7.39 17.95±6.92 16.03±6.71

HDL-C
1)

 (mg/dL) 0.117 0.569 0.968

40≤ 15.95±5.97 17.47±7.33 17.82±6.74

40＞ 16.58±6.56 17.84±7.04 17.78±6.62

TG
1)

 (mg/dL) 0.007** 0.091 0.801

200≤ 16.62±6.55 17.54±6.81 17.70±6.92

200＞ 15.45±5.86 18.57±7.97 17.95±6.22

GOT
1)

 (IU/L) 0.436 0.196 0.212

40≤ 16.51±6.50 17.85±7.12 17.97±6.63

40＞ 15.84±6.08 16.32±6.55 15.81±6.67

GPT
1)

 (IU/L) 0.115 0.388 0.392

40≤ 16.54±6.52 17.85±7.13 17.98±6.55

40＞ 15.56±5.79 17.12±6.79 16.91±7.13

Calcium (mg) ＜0.001*** 0.028* 0.955  

700＜ 16.24±6.39 17.48±7.05 17.81±6.87

700≥ 17.61±6.79 18.87±7.20 17.74±5.70
1)

 25(OH)D: 25-hydroxy vitamin D,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BMI: body mass index, TC: total cholesterol,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TG: triglyceride, GOT: 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 GPT: glutamic pyruvic transaminase
2)

 P-values were obtained by one-way ANOVA
3)

 Data are shown as the mean±SD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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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ith fasting blood glucose as a dependent variable.

R
2

B Standard error Beta P-value
1)

(constant) 0.292 54.458 3.705 ＜0.001***

Education –0.556 0.305 –0.030 0.069

Hypertension 2.211 0.941 0.039 0.019*

Diabetes 33.354 1.322 0.399 ＜0.001***

SBP
2)

0.047 0.028 0.038 0.090

DBP
2)

0.083 0.041 0.043 0.044*

WC
2)

0.207 0.042 0.106 ＜0.001**

Obesity 1.592 0.831 0.038 0.056

TC
2)

0.037 0.009 0.065 ＜0.001**

TG
2)

0.021 0.003 0.117 ＜0.001***

GPT
2)

0.031 0.016 0.030 0.057

25(OH)D
2)

 0.915 0.417 0.033 0.028*
1)

 P-values were obtained b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2)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WC: waist circumference, TC: total cholesterol, TG: triglyceride, GPT: glutamic 

pyruvic transaminase, 25(OH)D: 25-hydroxy vitamin D

*P＜0.05, **P＜0.01, ***P＜0.001

Table 5. Adjusted odds ratios (95% confidence interval) of various 25(OH)D
1)
 groups in total diabetes. 

　

　

Model 1
2)

OR (95% CI)
5)

P-value
6)

Model 2
3)

OR (95% CI)

P-value

Model 3
4)

OR (95% CI)

P-value

25(OH)D ≥30 ng/mL 1 1 1

20 ng/mL≤25(OH)D＜30 ng/mL 0.547 (0.363∼0.823)

0.004**

0.677 (0.435∼1.053)

0.084

0.615 (0.388∼0.975)

0.039*

10 ng/mL≤25(OH)D＜20 ng/mL 0.681 (0.478∼0.970)

0.033*

0.825 (0.564∼1.207)

0.322

0.814 (0.549∼1.207)

0.306

25(OH)D ＜10 ng/mL 0.979 (0.675∼1.421)

0.912

1.018 (0.683∼1.517)

0.931

1.034 (0.684∼1.563)

0.873
1) 

25(OH)D: 25-hydroxy vitamin D
2)

 Model 1: unadjusted
3)

 Model 2: adjusted for education, systolic blood pressure, diastolic blood pressure, waist circumference,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and 

glutamic pyruvic transaminase
4)

 Model 3: adjusted for variables in model 2 plus hypertension, diabetes, obesity
5)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6)

 P-values were obtained b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P＜0.05, **P＜0.01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혈중 25(OH)D 농도에 따른 공복혈당의 교차비

혈중 25(OH)D 농도를 10 ng/mL 간격으로 4분위

로 나누었을 때, 공복혈당이 100 mg/dL 이상인 군에 

대한 교차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Model 1은 혼란변수를 보정하지 않았고 model 2는 

교육 정도,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허리둘레,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ALT(GPT)를 보정하여 분석

하였으며 model 3은 model 2에 고혈압 유병 여부, 

당뇨병 유병 여부, 비만 유병 여부를 보정하여 분석

하였다. Model 1에서는 혈중 25(OH)D 농도가 30 ng/mL 

이상인 그룹에 비해 20 ng/mL 이상, 30 ng/mL 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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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은 0.547배(OR=0.547, 95% CI=0.363∼0.823), 10 

ng/mL 이상, 20 ng/mL 미만인 그룹은 0.681배(OR= 

0.681, 95% CI=0.478∼0.970), 10 ng/mL 미만인 그룹은 

0.979배(OR=0.979, 95% CI=0.675∼1.421)로 공복혈당에 

대한 위험률이 감소하였다. Model 2와 Model 3에서는 

혈중 25(OH)D 농도가 30 ng/mL 이상인 그룹에 비해 

혈중 25(OH)D 농도가 10 ng/mL 미만인 그룹에서 공복

혈당에 대한 위험률이 각각 1.018배(OR=1.018, 95% CI= 

0.683∼1.517), 1.034배(OR=1.034, 95% CI=0.684∼1.563) 

높았으나 신뢰구간이 1을 포함하고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2013∼2014

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성인 남녀에서 비타민 

D 수준을 조사하고 당뇨병의 유병 여부와 비타민 D

와의 상관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르면 전당뇨병군과 당뇨병군은 정상군에 

비해 소득이 낮은 두 군의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

다(P＜0.001).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한 우리나라 성

인에서 소득 수준과 만성질환 유병률에 대해 조사

한 결과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이 만성질환 유병률

이 높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5). 국외에서 진행

된 연구 보고에 의하면 교육 수준이 낮고 사회경제

적 지위가 낮을수록 당뇨병 발생률이 증가하며 직

급이 낮을수록 당뇨병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을 보

고하였다(Kumari 등 2004; Maty 등 2005). 본 연구에

서도 정상군에 비해 전당뇨병군과 당뇨병군에서 교

육 수준이 낮은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의료서비스를 받기 힘

들고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정보에 취약하여 

당뇨병의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당뇨병 

환자에게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과 비만은 흔한 증

상으로 합병증과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Forbes & Cooper 2013). 본 연구 결과에서도 고혈

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비만, 체중, 허리둘레, 체

질량지수,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총 콜레스테롤, 중

성지방, GOT 및 GPT의 경우 정상군에 비해 전당뇨

병군과 당뇨병군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비율의 결과

가 나타났다(P＜0.001). Bischoff-Ferrari 등(2006)의 연

구에 따라 혈중 25(OH)D의 농도를 4단위로 분류하

였을 때 정상군에 비해 당뇨병군의 혈중 25(OH)D 

농도가 높은 결과를 보였지만 평균 농도는 16.77 ng/ 

mL로 한국 성인의 비타민 D는 부족한 수준으로 확

인할 수 있었다. 여러 다른 연구에서도 한국인의 혈

중 비타민 D 농도가 낮으며 그로 인해 골연화증, 류

마티스성 관절염, 파키슨씨병, 암, 당뇨병 등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Choi 등 2011; Jung 2013). 

본 연구에서 전체 당뇨병군에서 공복혈당과 변수

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혈중 25(OH)D

의 농도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수축

기혈압(OR=1.016, 95% CI=1.008∼1.024), 총 콜레스테

롤(OR=1.005, 95% CI=1.003∼1.008), 체중(OR=1.028, 95% 

CI=1.020∼1.036), HDL-콜레스테롤(OR=0.986, 95% CI= 

0.977∼0.994)의 위험률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Rhee 

등(2011)은 제2형 당뇨병이 있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 정상군에 비해 제2형 

당뇨병군에서 혈관질환 유병률이 유의적으로 높았

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16개의 코호트 연구 결과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대사증후군은 당뇨병 및 심혈관

질환에 중요한 위험인자로 밝혀져 있고(Ford 등 2008), 

우리나라에서도 제2형 당뇨병 환자의 77.9%가 대사

증후군임이 보고되었다(Kim 등 2009).

Choi 등(2011)은 제4기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

하여 한국인의 비타민 D 상태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20대에서 혈중 비타민 D 수준이 가장 낮았

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다 감소하는 결과가 나

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당뇨병 발병 유무에 따

른 혈중 25(OH)D 농도를 분석한 결과 또한 정상군

과 전당뇨병군의 20대에서 혈중 25(OH)D 농도가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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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고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했다

(P＜0.001). Yu 등(2015)의 연구에서도 한국 성인에

서 혈중 비타민 D 농도와 인슐린 저항성의 연관성

을 분석하였을 때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 혈중 비타

민 D 농도가 가장 높은 군(30 ng/mL 이상)에 비해 

낮은 두 군(10 ng/mL 이상 20 ng/mL 미만인 군, 10 

ng/mL 미만인 군)에서 교차비가 각각 1.50(OR= 1.50, 

95% CI=1.03∼2.16)과 1.76(OR=1.76, 95% CI= 1.18∼

2.62)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당뇨병군

에서 당뇨병이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에 비해 현재 당

뇨병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혈중 25(OH)D 농도

가 유의적으로 낮았다(P＜0.05). 칼슘 섭취량과 혈중 

25(OH)D 농도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을 때, 정상군

과 전당뇨병군에서만 칼슘 섭취와 혈중 25(OH)D 농

도가 정의 관계였고 당뇨병군에서는 유의적인 차이

가 없었다. 비타민 D 수용체는 췌장의 베타세포에 

존재하며 프로인슐린에서 인슐린으로의 전환을 촉진

시키며 인슐린 분비 및 인슐린 감수성에 영향이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칼슘의 조절으로 인해 인슐

린 감수성과 분비에 영향을 주며 비타민 D는 칼슘 

유동 및 세포외 칼슘 농도 조절 등 항상성 조절을 

통해 췌장 베타세포 기능 및 인슐린 분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Lee 등 1994; Pittas 

등 2007). Pittas 등(2006)의 연구에서 여성을 2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비타민 D와 칼슘 섭취가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감소시켰고, Choi 등(2009)은 한국

인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중재 영양의학요법을 통

한 혈당 및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확인하고자 하였

는데 그 결과 칼슘과 비타민 D 섭취 중재를 통해 

인슐린 저항성과 부의 관계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1일 칼슘 섭취량이 권장량

인 700 mg에 미치지 못한 결과를 나타냈고 칼슘 섭

취량에 따른 혈중 25(OD)D의 농도도 모두 낮은 수

준으로 비타민 D뿐만 아니라 칼슘 섭취도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혈중 25(OH)D 농도에 따른 공복혈

당의 교차비를 분석한 결과, 변수(교육 정도, 수축기

혈압, 이완기혈압, 허리둘레,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

방, GPT, 고혈압 유병 여부, 당뇨병 유병 여부, 비만 

유병 여부)들을 보정한 Model 3에서는 혈중 25(OH)D 

농도가 30 ng/mL 이상인 그룹에 비해 10 ng/mL 미

만인 그룹에서 공복혈당에 대한 위험률이 1.034배

(OR=1.034, 95% CI=0.684∼1.563) 높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낮을

수록 당뇨병 유병률이 증가하며 제2형 당뇨병 환자

의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된다는 연구들이 있는 반

면(Mezza 등 2012; Rhee 등 2012; Lim 등 2013), 여

러 역학 연구에 따르면 혈중 비타민 D 농도와 공복 

및 식후 혈당, 당뇨병 유병률, 인슐린 저항성 및 분

비능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Song 등

(2014)은 807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혈중 25(OH)D 농

도와 인슐린 저항성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혈중 25(OH)D 농도는 HOMA-IR 지수와 부

의 관계였지만 성별, 연령 등을 보정 후에는 유의적

이지 않았다. 따라서 비타민 D가 인슐린 저항성과 

독립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Pilz 등(2012)은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호트 연구인 Hoorn study

의 자료를 이용하여 혈중 25(OH)D 농도와 포도당 

대사 및 당뇨병 유병률의 연관성을 연구하였다. 낮

은 25(OH)D의 농도는 사망률과 연관이 있지만 직접

적인 원인관계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추후 중재연구

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캐나다에서 진행된 단면

연구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 혈중 25(OH)D 농도와 

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기능과의 연관성

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혈중 25(OH)D 농도와 인

슐린 저항성 사이의 연관성이 없었고 추후 장기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Del Gobbo 등 2011). 

또한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혈중 25(OH)D 농도와 

여러 요인들을 비교한 결과 인슐린, 혈당, HOMA-IR 

등은 혈중 25(OH)D 농도와 관련이 없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Chacko 등 2011). 비타민 D 섭취 및 혈

중 농도와 당뇨병 유병과의 인과 관계 여부에 대해

서는 아직까지 불명확하다. 

본 연구에서는 결과 분석 및 해석에 대한 몇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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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제한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첫 번째, 국민건강영

양조사는 단면조사연구로써, 비타민 D와 당뇨병과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렵다. 혈중 비타민 D 농도와 

당뇨병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추적 관찰을 통한 코호트 연구가 추후 시

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두 번째, 인슐린 저

항성 또는 민감도를 측정하기 위해 정상혈당 클램

프 검사(hyperinsulinemic euglycemic glucose clamp 

test), 경구 당부하검사(oral glucose tolerance test, OGTT), 

HOMA-IR 등이 있다(Bergman 등 1981). HOMA-IR과 

HOMA 베타세포는 인슐린 저항성 및 베타세포 기

능의 대리 지표로써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역

학연구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Matthews 등 1985). 

그러나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인슐린 검사

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공복혈

당만을 이용하여 비타민 D와 당뇨병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비타민 D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

슐린 분비 및 인슐린 저항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Lee 등 1994). 여러 연구에서 혈중 

비타민 D 농도와 HOMA-IR 지수를 이용하여 분석

한 결과 유의한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고 보고

하였다(Choi 등 2009; Chung 등 2013; Yu 등 2015). 

따라서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인슐린 저항성 개선

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인슐린 저항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이용하여 혈중 비타민 D 농도와의 관련성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세 번째, 비타민 D는 

식품 및 보충제의 섭취뿐만 아니라 자외선 노출에 

의해 피부에서 합성된다(Holick 2004). 따라서 비타

민 D는 계절, 태양의 고도 및 위도에 따라서 생성량

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실외에서의 생활이 적거나 운

동, 자외선차단제 등 여러 가지 생활습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Moan 등 2008). 그러나 1년 동안 전국

적으로 조사가 수행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한 본 연구에서는 계절성, 운동, 자외선 차단제 

사용 등을 고려하지 않았고 혼란변수로 작용했을 

수 있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2013∼

2014년)를 이용하여 성인 남녀에서의 비타민 D의 

수준과 당뇨병 유병 여부와 비타민 D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 결과에서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혈중 25(OH)D 

농도는 16.77 ng/mL이었고, 74.2%가 혈중 25(OH)D 

농도가 20 ng/mL 미만으로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

나 많은 사람들에게서 비타민 D가 충분하지 못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정상군과 전당뇨병군에서는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 혈중 25(OH)D 농도가 유의적으로 증가했지

만 당뇨병군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3. 교육 정도, 고혈압 유병 여부, 당뇨병 유병 여부, 

비만 유병 여부,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허리둘

레,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GPT를 보정하였을 

때 혈중 25(OH)D 농도가 30 ng/mL 이상인 군에 

비해 25(OH)D 농도가 10 ng/mL 미만인 군에서 

공복혈당에 대한 위험률이 1.034배(OR=1.034, 95% 

CI=0.684∼1.563)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당뇨병 유병 여부와 혈중 25(OH)D 

농도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밝혀내지 못했지만 아직까

지 연구 결과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 

D와 당뇨병과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후

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비타민 D는 체

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영양소로써 한국인에

게 부족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연구 및 영양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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