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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당뇨병은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2035

년에 이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10%가 당뇨병으로 진단될 것으로 추산

하고 있다[1].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30세 이상 성인의 14.4%가 당뇨병

인 것으로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보고하였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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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Although previous studies reported an association of serum vitamin D with glycated hemoglobin (HbA1c) and fructosamine, the relation-
ships remain unclear.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of serum vitamin D with HbA1c and fructosamine independent of parathyroid 
hormone (PTH) in Korean type 2 diabetic patients. Methods: Total 227 adults (male 112 and female 115) who treated for type 2 diabetes in a general 
hospital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serum vitamin D, HbA1c, fructosamine and fasting blood glucose (FBG) were measured in participants who met 
the detailed inclusion criteria. The level of serum vitamin D was defined as follows; deficient: < 10.0 ng/mL, insufficient: 10.0-19.9 ng/mL, optimal: ≥ 20.0 
ng/m. Results: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after adjusted for other covariates including PTH, the means (standard error, SE) values of HbA1c became 
lower with higher serum vitamin D level (deficiency: 7.8 [0.2]%, insufficient: 7.5 [0.1]%, optimal: 7.2 [0.1]%, p= 0.015). Also, after adjusted for other 
covariates including PTH, the mean (SE) values of fructosamine became lower with higher serum vitamin D level (deficiency: 357.1 [13.1] µmol/L, insuffi-
cient: 344.5 [4.9] µmol/L, optimal: 313.3 [6.4] µmol/L, p= 0.001). However, the mean values of FBG were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serum vita-
min D level. Conclusions: There were significant associations of vitamin D with HbA1c and fructosamine independent of PTH, but there was no associa-
tion of vitamin D with FBG in Korean type 2 diabetic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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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은 고혈당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나타나는 특징으로, 유병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슐린 분비저하와 함께 혈당조절이 불량해진다

[3]. 따라서 당뇨병환자들의 혈당조절은 임상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

다. 이러한 혈당조절지표(glycemic control measure)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공복혈당(fasting blood glucose, FBG), 당화혈색소(glycated he-

moglobin, HbA1c)와 당화단백질(glycosylated protein, fructosamin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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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 HbA1c는 혈색소에 당이 비가역적으로 결합하여 과거 2-3개월 

간의 혈당상태를 나타내며[4], fructosamine은 당화혈색소를 제외한 생

체 모든 당화단백을 의미하는데, 알부민의 반감기를 고려할 때 2-3주 

이전의 혈당 상태를 나타내고[5], 특히 혈색소병증이나 빈혈, 만성신부

전으로 적혈구 수명이 정상인보다 짧아져 HbA1c의 수치에 신뢰성이 

없는 경우, HbA1c보다 더욱 예민하게 혈당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6]. 

이처럼 HbA1c와 fructosamine은 성인에서 주로 발생하는 제2형 당뇨

병 치료 시 공복 혈당검사 또는 당부하 검사보다 개인 내 변동이 적고, 

식사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당뇨병 합병증 발생 및 관리 지표

로 사용되고 있다[1]. 

Vitamin D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기름진 생선이나 달걀노른자, vita-

min D가 강화된 유제품 등을 통해서도 흡수되지만[7], 대부분은 피부

에서 전구체인 7-dehydrocholesterol이 자외선을 받아 합성되고, 혈액 

내로 들어와 vitamin D binding protein (VDBP)과 결합하여 간으로 이

동한 후 간에서 수산화효소(hydroxylase)에 의해 25-hydroxyvitamin D 

(25[OH]D) 형태로 순환계로 이동하고, 신장에서 수산화 과정을 거쳐 

1,25(OH)2D로 전환되어 생물학적 활성을 갖게 된다[8]. 1,25(OH)2D는 

활성형 vitamin D이나 반감기가 4-6시간인데 비해, 25(OH)D는 반감기

가 상대적으로 길어 저장체의 기능을 하므로 체내 vitamin D 상태는 

25(OH)D의 혈중 농도로 평가하고 있다[8]. Vitamin D는 이미 오래전

부터 칼슘 항상성과 관련된 골질환의 주요한 인자로 알려졌으나[9], 이

후 연구를 통해 vitamin D가 불충분할 경우 당뇨병뿐만 아니라 고혈

압, 심혈관질환 등과 같은 다양한 만성질환의 발병위험이 증가한다고 

보고되었다[10,11]. 

하지만, 아직까지 당뇨병환자에서 vitamin D와 혈당조절지표들 사

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어떤 연구에서는 vitamin D

가 높을수록 혈당이 잘 조절되는 것으로 보고하였지만[12,13], 다른 연

구에서는 관련성이 보이지 않았다[14]. 하지만, 혈당조절지표 중에서 

FBG, HbA1c와 vitamin D 사이의 관련성을 조사하는 연구가 많았고, 

중기 혈당조절인자로 사용되고 있는 fructosamine을 지표로 사용하는 

연구는 드물었다. 또한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PTH를 보

정하여 vitamin D와 다양한 혈당조절지표들과의 관련성을 파악한 연

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많은 연구에서 vitamin D 조절인자로 알

려진 부갑상선호르몬(parathyroid hormone, PTH)의 vitamin D에 대

한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결과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vitamin D와 

혈당조절지표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PTH를 보정하여 혈당조절지

표인 FBG, HbA1c 및 fructosamine과 vitamin D 사이의 관련성을 파악

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일 종합병

원에 내원하여 제2형 당뇨병으로 치료받은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

로 수행되었다. 병원 내원 시 환자를 직접 만나 본 연구에 대해 설명하

였고,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참여 후 철회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설명한 후 동의를 얻었다. 연구에 동의한 232명 중에서 설문내

용이 불충분한 대상자 2명과 공복혈당을 측정하지 못한 대상자 3명을 

제외한 총 227명(남자 112명, 여자 115명)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2015년 1월 8일 조선대학교병원 기관생

명윤리위원회에서 연구승인(IRB No. 2014-11-006-002)을 받았다. 

연구 도구

대상자 특성 

본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와 신체계측 및 혈액검사를 실시하였다. 설

문조사는 연구자와 연구대상자의 일대일 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

으며, 신체계측 및 혈액검사는 본 연구를 위해 훈련된 연구원들에 의

해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성별과 연령을 조사하

였으며, 흡연 여부는 최근 1개월간 담배를 한 개비라도 피운 날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현재 흡연과 현재 비흡연으로 구분하

였다. 현재음주는 지난 일주일 동안 술 한 잔 이상을 마셨는지 여부에 

따라 현재 음주와 현재 비음주로 구분하였다. 운동은 걷기를 포함하

여 어떤 운동이라도 하루 30분 이상을 규칙적으로 실시하는지 여부에 

따라 운동하는 사람과 운동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하였다. 대상자의 

당뇨병에 대한 가족력과 당뇨병 이환기간, vitamin D 보충제 복용 여부

에 대해 확인하였다. 키와 몸무게는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자동신장측

정기(AD-225A, Korea)로 측정하였고,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몸무게(kg)를 키의 제곱(m2)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하였다. 수

축기혈압(systolic blood pressure, SBP)과 이완기혈압(diastolic blood 

pressure, DBP)은 대상자들을 최소 5분 이상 안정을 취하도록 한 후 수

은혈압계를 이용하여 우측 상박부에서 각각 2회 측정하여 두 값의 평

균값을 사용하였다. 

혈액검사

혈액검사는 채혈 시 8시간 이상 공복상태를 확인한 후 정맥혈에서 

채혈하였다. 혈액검사지표로 공복혈당(fasting blood Ggucose, FBG), 총

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 TC), 중성지방(triglyceride, TG), 고밀도지

단백콜레스테롤(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은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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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분석기(TOSHIBA accute 80FR, Japan)로 측정하였으며, HbA1c는 

면역분석법(immunoassay)으로 COBAS c 111 (Roche Diagnostics, USA)

로 측정하였다. Fructosamine은 비색법(colorimetry)으로 Hitach 7600-

110 (Hitach, Japan) 장비로 측정하였고, vitamin D는 화학발광면역측

정법(chemiluminescent immunoassay, CLIA)으로 DXI 800 (Beckman 

Coultor, USA) 장비로 측정하였으며, PTH는 전기화학발광면역측정법

(electrochemiluminescence immunoassay, ECLIA)으로 Modular ana-

lytics E170 (Roche, USA) 장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IBM Co., Armonk, NY, USA) 통계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범주형 변수

는 빈도와 백분율, 연속변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Vita-

min D의 수준은 10.0 ng/mL 미만인 경우 결핍군, 10.0-19.9 ng/mL인 경

우 불충분군, 20.0 ng/mL 이상인 경우를 적당군의 세 군으로 구분하

여 정의하였다[15]. Vitamin D 수준에 따른 일반적 특성 및 혈액검사

는 연속변수인 경우 분산분석을 사용하였고, 범주형 변수인 경우 

Fisher의 정확도 검정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Vitamin D 수준에 따

른 FBG, HbA1c, fructosamine 값들의 평균비교를 위해 공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Model 1은 성별, 연령, BMI를 보정하였고, Model 2는 

Model 1에서 현재흡연, 현재음주, 운동, SBP, DBP, TC, TG, HDL-C, 당

뇨가족력, 당뇨기간, vitamin D 보충제 복용여부를 추가 보정하였으며, 

Model 3은 Model 2에서 PTH를 추가 보정하였다. 모든 통계량의 유의

수준은 0.05 미만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Vitamin D 수준에 따른 일반적 특성

Vitamin D 수준에 따른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전체 연구대

상자는 남성이 112명(49.3%), 여성은 115명(50.7%)으로 총 227명이었다. 

65세 이상인 사람은 108명(47.6%)이었고, BMI 값이 25 이상인 사람은 

94명(41.4%)이었다. Vitamin D 수준에 따라 일반적 특성을 비교하면 

vitamin D 수준이 결핍군인 경우는 17명(7.5%)이었고, 불충분군은 125

명(55.1%), 적당군은 85명(37.4%)이었다. 현재 흡연자는 결핍군 47.1%, 불

충분군 28.0%, 충분군 12.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p = 0.002), 현재 운동하는 사람은 결핍군 5.9%, 불충분군 21.6%, 충분

군 58.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01).

Vitamin D 수준에 따른 생화학적 특성

Vitamin D 수준에 따른 생화학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전체 연구

대상자의 FBG는 149.3 ± 48.2 mg/dL이었고, HbA1c는 7.4 ± 0.8%이었고, 

fructosamine은 333.8± 57.8 µmol/L이었다. Vitamin D는 18.6 ±7.1 ng/mL

이었으며, PTH는 62.3 ± 22.5 pg/mL이었다. Vitamin D 수준에 따라 생

화학적 특성을 비교하면 SBP는 결핍군 136.2 ±12.9 mmHg, 불충분군 

136.5 ±16.4 mmHg, 충분군 131.0 ± 9.7 mmHg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고(p= 0.020), HbA1c는 결핍군 7.8 ± 0.6%, 불충분군 7.5 ± 0.9%,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the vitamin D level

Variables
Vitamin D

p-value
Total

Deficient <10.0  
(ng/mL)

Insufficient 10.0-19.9 
(ng/mL)

Optimal ≥20.0  
(ng/mL)

n (%) 227 (100.0) 17 (7.5) 125 (55.1) 85 (37.4)
Male 112 (49.3) 8 (47.1) 55 (44.0) 49 (57.6) 0.142
Age (y) 0.625
   <65 119 (52.4) 7 (41.2) 67 (53.6) 45 (52.9)
   ≥65 108 (47.6) 10 (58.8) 58 (46.4) 40 (47.1)
BMI (kg/m2) 0.114
   <25 133 (58.6) 8 (47.1) 68 (54.4) 57 (67.1)
   ≥25 94 (41.4) 9 (52.9) 57 (45.6) 28 (32.9)
Current smoking 54 (23.8) 8 (47.1) 35 (28.0) 11 (12.9) 0.002
Current drinking 106 (46.7) 10 (58.8) 61 (48.8) 35 (41.2) 0.342
Exercise 78 (34.4) 1 (5.9) 27 (21.6) 50 (58.8) <0.001
Family history of diabetes 53 (23.3) 3 (17.6) 35 (28.0) 15 (17.6) 0.216
Diabetes duration (y) 8.7±5.4 10.0±6.3 9.1±6.0 7.8±4.1 0.147
Vitamin D suppliments 54 (23.8) 2 (11.8) 33 (26.4) 19 (22.4) 0.398

All values are given as n (%) or mean±standard deviation.
BMI,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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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amin D 수준에 따른 FBG, HbA1c, fructosamine 관련성 

Vitamin D 수준에 따른 FBG, HbA1c, fructosamine의 공분산분석 결

과는 Table 3과 같다. 성별, 연령, BMI, 현재흡연, 현재음주, 운동, SBP, 

DBP, TC, TG, HDL-C, 당뇨가족력, 당뇨기간, vitamin D 보충제 복용

여부를 보정한 경우(Model 2), vitamin D 수준이 높을수록 HbA1c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결핍군: 7.8 [0.2]%, 불충분군: 7.5 [0.1]%, 적

당군: 7.26 [0.1]%, p = 0.011). 추가적으로 PTH를 보정한 경우에도 

(Model 3) 동일하게 vitamin D 수준이 높을수록 HbA1c 값은 낮았다(결

핍군: 7.8 [0.2]%, 불충분군: 7.5 [0.1]%, 충분군: 7.2 [0.1]%, p= 0.015). 또한 

fructosamine도 관련변수와 PTH를 추가 보정한 경우(Model 3), vita-

min D 수준이 높을수록 fructosamine 값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

았다(결핍군: 357.1 [13.1] µmol/L, 불충분군: 344.5 [4.9] µmol/L, 충분군: 

313.3 [6.4] µmol/L, p = 0.001). 하지만, vitamin D와 FBG 사이에는 유의

한 관련성이 보이지 않았다.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일 종합병원에 내원하여 제2형 당

뇨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 227명을 대상으로 vitamin D와 혈당조

절지표들과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결과 vitamin D 수준이 높

을수록 HbA1c와 fructosamine 평균 값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으나 FBG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vitamin D와 

HbA1c 및 fructosamine과의 관련성은 PTH를 포함한 여러 변수를 보

정한 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Vitamin D와 골질환의 관련성이 밝혀진 이후[9], 각종 만성질환에서

도 vitamin D가 불충분할 경우 질환의 발생위험이 증가한다고 보고되

충분군 7.1± 0.6%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01). Fruc-

tosamine은 결핍군 370.2 ± 48.3 µmol/L, 불충분군 350.0 ± 61.8 µmol/L, 

충분군 302.6 ± 35.5 µmol/L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 =  

0.020), PTH는 결핍군 77.2 ± 26.4 pg/mL, 불충분군 68.4 ± 23.0 pg/mL, 

충분군 50.3 ±14.1 pg/mL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1).

Table 2. Biochemic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the vitamin D level

Variables
Vitamin D

p-value
Total

Deficient <10.0  
(ng/mL)

Insufficient 10.0-19.9 
(ng/mL)

Optimal ≥20.0  
(ng/mL)

SBP (mmHg) 134.5±14.2 136.2±12.9 136.5±16.4 131.0±9.7 0.020
DBP (mmHg) 79.6±7.5 81.9±6.0 80.1±8.6 78.4±5.6 0.122
TC (mg/dL) 179.9±42.1 172.4±31.9 183.7±46.9 175.8±35.8 0.306
TG (mg/dL) 167.9±87.0 172.6±66.7 176.6±103.5 154.2±58.2 0.184
HDL-C (mg/dL) 44.7±11.5 39.2±8.8 44.5±11.7 46.0±11.4 0.087
FBG (mg/dL) 149.3±48.2 151.4±20.0 152.6±58.1 144.0±33.9 0.440
HbA1c (%) 7.4±0.8 7.8±0.6 7.5±0.9 7.1±0.6 <0.001
Fructosamine (µmol/L) 333.8±57.8 370.2±48.3 350.0±61.8 302.6±35.5 <0.001
PTH (pg/mL) 62.3±22.5 77.2±26.4 68.4±23.0 50.3±14.1 <0.001

All values are given as mean±standard deviation.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TC, total cholesterol; TG, triglyceride;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FBG, fasting 
blood glucose; HbA1c, glycated hemoglobin; PTH, parathyroid hormone.

Table 3. Comparison of mean FBG, HbA1c and fructosamine according to 
the vitamin D level

Variables
Vitamin D 

level
Model 11 Model 22 Model 33

FBG (mg/dL) Deficient 151.7 (11.5) 150.4 (11.5) 148.4 (11.8)
Insufficient 153.4 (4.3) 149.9 (4.3) 149.2 (4.4)
Optimal 142.7 (5.2) 148.1 (6.0) 149.5 (5.9)
p-value 0.281 0.971 0.997

HbA1c (%) Deficient 7.8 (0.2) 7.8 (0.2) 7.8 (0.2)
Insufficient 7.6 (0.1) 7.5 (0.1) 7.5 (0.1)
Optimal 7.1 (0.1) 7.2 (0.1) 7.2 (0.1)
p-value <0.001 0.011 0.015

Fructosamine 
(µmol/L)

Deficient 369.9 (12.7) 364.9 (13.0) 357.1 (13.1)
Insufficient 350.5 (4.7) 347.2 (4.8) 344.5 (4.9)
Optimal 301.8 (5.7) 317.8 (6.2) 313.3 (6.4)
p-value <0.001 <0.001 0.001

Values are mean (standard error).
FBG, fasting blood glucose; HbA1c, glycated hemoglobin;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TC, total cholesterol; TG, tri-
glyceride;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PTH, parathyroid 
hormone.
1Adjusted for sex, age and body mass index.
2Adjusted for Model 1 plus current smoking, current drinking, exercise, 
family history of diabetes, diabetes duration, vitamin D suppliments, SBP, 
DBP, TC, TG and HDL-C. 
3Adjusted for Model 2 plus 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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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10,11]. 특히 당뇨발생에서도 vitamin D 부족은 주요한 위험인자

로 알려졌다[16,17]. 성인 1,080명의 vitamin D 수준에 따른 당뇨병 발생

률을 5년간 추적한 전향적 연구결과[16], vitamin D 수준이 <10 ng/mL 

인 경우 ≥ 20 ng/mL인 경우에 비해 당뇨병 발생의 비차비가 3.23 (95% 

CI, 1.66-6.30)배 높았다. Song et al. [18]은 vitamin D와 당뇨병 발생에 대

한 21개 전향적 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결과, vitamin D 농도가 4 ng/mL 

증가함에 따라 당뇨병의 발병 위험도가 4% 감소하였다. 이렇게 vitamin 

D와 당뇨병 발생 사이의 관련성이 분명한 것과는 달리 당뇨병 환자에

서 vitamin D와 혈당조절지표 사이의 관련성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어떤 연구에서는 vitamin D와 혈당조절지표가 비례관계를 보였던 반

면[19], 다른 연구에서는 둘 사이에 아무런 관련성이 없었고[14], 또 다

른 연구에서는 오히려 반비례 관계를 보였다[12,13]. 이러한 결과는 연

구대상의 인종과 연령 분포, 연구대상에서 당뇨병 환자 포함 비율 등

에 따라 다르고, 특히 vitamin D와 비교한 혈당조절지표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르게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당뇨병 환자에서 vitamin D가 혈당조절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몇

가지 설명 가능한 기전이 있다. 첫째, vitamin D는 췌장 베타세포에 존

재하는 vitamin D 수용체(vitamin D receptor, VDR)에 작용하여 직접 

VDR의 발현 및 성장을 촉진시켜 인슐린 양을 증가시키고, 인슐린 전

구체에서 인슐린으로 전환을 촉진시킴으로써 혈당조절을 향상시킨다

[20]. 둘째,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할 때 필수적인 세포내 칼

슘의 조절인자로 vitamin D가 작용한다. 즉, 1,25(OH)2D는 부갑상샘의 

VDR에 작용하여 PTH 유전자의 전사(transcription)에 영향을 주어 

PTH를 조절함으로써[21] 칼슘대사에 관여하고 결국 인슐린 분비와 

저항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22,23]. 셋째, 인슐린 저항성과 

췌장 베타세포 손실에 염증인자들이 관여하는데, 특히 tumour necro-

sis factor (TNF)-α, interleukin-6 (IL-6)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cyto-

kine)이 인슐린 신호전달을 직접적으로 방해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

이 증가한다[24]. 이러한 사이토카인들의 생산을 하향조정하는 데 vi-

tamin D가 작용한다[25]. 

본 연구에서 HbA1c, fructosamine과 다르게 FBG는 vitamin D와 유의

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668명의 덴마크 당뇨병 노인환자들을 대상

으로 조사한 결과[26], vitamin D는 HbA1c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지

만, FBG와는 관련성이 없었다. 또한 1,175명의 국내 당뇨 환자들을 대

상으로 vitamin D와 HbA1c, FBG를 비교한 연구에서[13], vitamin D 수

준이 증가함에 따라 HbA1c 평균값은 감소하였지만. FBG 평균값은 vi-

tamin D 수준의 증가와 유의한 관련성이 없어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

를 보였다. 이렇게 HbA1c, fructosamine과는 다르게 FBG가 vitamin D

와 관련성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HbA1c와 fructosamine은 각각 2-3개

월간과 2-3주간의 혈당의 변화를 반영하므로[4,5] 이 기간 동안의 혈당 

변화와 vitamin D는 서로 관련성을 보일 수 있으나, 한순간의 혈당을 나

타내는 FBG는 vitamin D와는 관련성을 갖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vitamin D 수준이 높을수록 fructosamine은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낮았다. Fructosamine은 당뇨병 환자에서 2-3주간의 혈당

의 변화를 반영하는 중기 혈당조절지표로서, HbA1c의 신뢰도가 낮아

질 경우에 특별히 유용한 지표이다[6]. 하지만, vitamin D와 fructosamine

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지 않았다. Madar et al. [27]의 연

구에서는 vitamin D 투여군과 위약 대조 시험을 16주간 진행한 결과, 

vitamin D 투여군의 투여 전 fructosamine의 농도는 251 µg/mL에서 16

주 후 249.5 µg/mL로 fructosamine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되지 

않았으며, 위약 대조군에서도 투여 전 245 µg/mL에서 16주 후 242.8 

µg/mL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Rahman et al. [28]이 당뇨병성 족부궤

양 환자를 대상으로 vitamin D 투여군과 위약 투여군을 4주간 치료한 

연구에서, vitamin D 투여군은 치료 전 fructosamine이 666.5 ±114.3 

µg/mL에서 4주 후 401.2 ± 68.2 µg/mL로 39% 감소하였고, 위약 투여군

은 치료 전 fructosamine이 544.13 ±82.7 µg/mL에서 4주 후 610.91 ±

130.6 µg/mL로 12% 증가하여 vitamin D와 fructosamine은 서로 관련

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vitamin D 수준이 높을수록 fructosamine과 HbA1c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고, 이러한 관련성은 vitamin D의 주요 조절

인자인 PTH를 보정한 이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PTH를 보정하

여 vitamin D와 fructosamine과 관련성을 본 연구는 찾을 수 없었으며, 

HbA1c의 관련성을 본 연구도 많지 않았다. 2001-2006 미국 국민건강영

양조사(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NHANES)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12], PTH를 보정한 후에도 vitamin D 수준이 

높은 군은 HbA1c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국내연구에

서도 25(OH)D를 사분위수로 나누어 25(OH)D 수준에 따라 HbA1c 평

균값을 비교하였는데[13], 25(OH)D 사분위 수가 증가할수록 HbA1c 평

균값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관계는 PTH를 보정한 이후에

도 동일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비슷하였다. 지금까지 vitamin D 관련 

연구들은 주로 vitamin D 감소에 따른 이차적인 PTH의 증가라는 PTH

와 연관된 경로(PTH-dependent pathway)로 vitamin D의 역할을 설명

하였다. 즉, 세포내 칼슘 수준이 변화하면 1,25(OH)2D3는 PTH를 포함

한 경로를 통해 칼슘 항상성을 조정하여 인슐린 합성과 분비를 조절하

고[22,23], 췌장 베타세포에서 VDR을 활성화시키고 이는 결국 혈당에 

영향을 미친다[29]. 하지만 vitamin D3가 사이토크롬(cytochrome) 

P450scc (CYP11A)에 의해 1,25(OH)2D3뿐만 아니라 20(OH)D3, 22(OH)

D3, 20,22(OH)2D3, 20,23(OH)2D3 같은 새로운 대사물질로 변형되고

[30], 특히 주요 대사물질인 20(OH)D3은 체내 칼슘과는 무관하게 작

용(noncalcemic)하므로[31] 이는 PTH와 독립적(PTH-indep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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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way)으로 작용하여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32], 본 연구 결과

처럼 PTH 보정 후에도 vitamin D와 HbA1c 사이의 관련성이 지속되는 

이유일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면연구의 특성상 vitamin 

D와 HbA1c, fructosamine 관련성의 선후관계를 확정할 수 없다. 둘째, 

식사요인이나 자외선 노출시간 등 vitamin D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

련요인들을 조사하지 못하였다. 셋째, 당뇨병 환자에서 HbA1c와 fruc-

tosamine 값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관련 혈액질환, 신장 및 간질환을 

조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이 연구는 혈당조절지표에 

HbA1c와 FBG뿐만 아니라 중기 혈당조절지표인 fructosamine을 포함

하고 vitamin D의 주요 조절인자인 PTH까지 보정하여 vitamin D와 

혈당조절지표들의 관련성을 파악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결론적으로 vitamin D 수준이 높을수록 HbA1c와 fructosamine 평

균 값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으나 FBG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향후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혈당조절지표와 vitamin 

D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전향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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