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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the upper and lower limits of the 95% distribution
of fasting blood glucose (FBG) by age groups. We also analyzed the changes in the mean values and
dispersion of the data using the Korean Blood Glucose Reference Standard raw data publish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Furthermore, the trends among 16 administrative districts
were analyzed and any gender differences were determined. We also assessed whether the study
results correlated with the relative standard uncertainty, as published by the NHIS. On the dispersion
analysis us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upper and lower limits of the 95% distribution of FBG by
age group,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cross gender and administrative districts (P＜0.05).
The gender differences in FBG measurements, as published by the NHIS, were significant across
different administrative districts and age groups (P＜0.001). This confirmed the need to recalculate
the blood glucose reference standards for men and women. No significant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the relative standard uncertainty, as published by NHIS, and the dispersion and number of
measurements analyzed in this study. However, it showed a high correlation with the measured
mean value (R2=0.95). Therefore, further research on the reference standard and uncertainty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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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단 사업이다[1]. 이후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됨으로써
국가건강검진의 참여하는 수검자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우리나라 건강검진이 국가적인 규모를 갖추고 시작된 것은

2017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의 경우 각각 78.5%와 50.4%

1980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건강진

였다[2]. 국가검진을 통해 만들어지는 진단검사결과 역시 엄청
난 수로 증가하고 있지만 생성되는 검사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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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이 국가건강검
진 결과를 활용한 한국인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2017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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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당 참조표준’을 발표하였다. 이 자료는 일반건강검진 및 생애

기술적 요소 및 측정 환경에 대한 면밀한 조사 필요성과 한국인

전환기 건강진단을 통해 축적한 건강검진자료(2015∼2016년)

혈당 참조표준의 질 향상 및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을 논점으로

를 활용하였고 이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산업통상자원부

제시함으로써 ‘한국인 혈당 참조표준’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

산하의 국가기술표준원 및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협력하여 개

여하고자 하였다.

발하고 국가참조표준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3, 4].
본 조사는 NHIS에서 공개한 ‘한국인 혈당 참조표준’ 원본 데

재료 및 방법

이터를 이용하여 16개 행정구역별 그리고 남녀별로 측정값의
1. 연구 자료 및 특성

분포 크기를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별 평균 혈당 측정값의 산포
성과 특징을 분석하고 차이를 알아보았으며 이 차이에 의한 특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NHIS와 국가기술표준원 및 한국표

성이 NHIS에서 제시한 상대표준불확도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준과학연구원이 함께 개발하여 공개한 ‘한국인 혈당 참조표준’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국가건강검진 시 시행하는 혈당검사의

이다. 한국인 혈당 참조표준에 활용된 데이터는 일반 건강검진

Table 1. This data obtained from the difference between the upper limit and the lower limit of the 95% distribution of fasting blood glucose
data published by NHIS. In addition, the average, standard deviation, and coefficient of variation calculated using these data (examples,
male data of Seoul and Gangwon districts)
Fasting blood glucose (mg/dL)
Seoul (male)

Age

20∼24
25∼26
27∼28
29∼30
31∼32
33∼34
35∼36
37∼38
39∼40
41∼42
43∼44
45∼46
47∼48
49∼50
51∼52
53∼54
55∼56
57∼58
59∼60
61∼62
63∼64
65∼66
67∼68
69∼70
71∼72
73∼74
75 over

Distribution (95%)
Lower limit

Upper limit

68
70
70
70
70
70
71
71
69
71
70
71
71
72
72
72
72
73
71
73
73
73
74
74
74
75
75

113
114
114
115
117
118
119
122
124
127
127
130
130
132
133
133
135
135
135
136
136
134
137
136
134
135
135
Sum
Mean
SD
CV%

Difference

Kangwon (male)
Difference
45
44
44
45
47
48
48
51
55
56
57
59
59
60
61
61
63
62
64
63
63
61
63
62
60
60
60
1,521
56.3
6.94
12.3

Distribution (95%)
Lower limit

Upper limit

58
58
56
58
57
57
58
58
56
56
57
58
57
58
58
56
57
58
57
58
58
59
58
59
58
56
56

124
124
124
127
129
129
130
133
137
134
141
136
140
140
139
141
143
143
138
141
145
141
138
138
139
143
135
Sum
Mean
SD
CV%

Difference

Difference
66
66
68
69
72
72
72
75
81
78
84
78
83
82
81
85
86
85
81
83
87
82
80
79
81
87
79
2,122
78.6
6.39
8.1

Abbreviations: SD, standard deviation; CV%, coefficient of vari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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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통해 축적한 건강검진 자료(2015∼

당값의 지역별 분포 크기를 계산하여 행정구역별로 비교하였다

2016년)이며, 전국 검진기관 중 검진평가 ‘우수’기관의 검진데

(Table 1). 그리고 이 데이터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이계수를

이터를 활용하였다고 공개하였다. 해당 검진기관들은 국가공인

구하여 지역별 데이터 분포 크기와 경향을 분석하였다. NHIS에

표준물질을 활용한 정확도 관리(외부정도관리) 사업을 실시한

서 발표한 행정구역 간의 공복혈당 평균값을 비교하여 지역적

전국 45개 우수 기관들이며 2015년과 2016년 사이의 수검자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였고 남녀 간의 나이별 데이터 경향과

중 당뇨병 약제 치료를 받고 있는 대상자를 제외한 1,994,803

패턴을 분석하였다. 또한 NHIS에서 제시한 행정구역별 혈당치

명 자료를 활용하여 생산된 자료라고 발표하였다. 분석한 공복
혈당 데이터의 수는 남자 904,140명, 여자 1,090,663명이었
다. 이 데이터는 2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까지의 남녀를 Table 1

Table 2. The relative standard uncertainties of each administrative
districts published by NHIS

과 같은 간격으로 나누고 행정 구역별로 구분하여 공복혈당 평

Administrative districts

Relative standard uncertainty (%)

균 측정값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공복혈당 데이터는 나이별 측

Seoul
Busan
Daegu
Incheon
Gwangju
Daejeon
Ulsan
Gyeonggi
Gangwon
Chungbuk
Chungnam
Jeonbuk
Jeonnam
Gyeongbuk
Gyeongnam
Jeju
Average

8.08
11.36
7.88
11.38
10.72
8.44
8.46
11.72
15.78
11.06
9.32
16.78
12.18
11.60
8.54
8.56
10.74

정수와 측정값 평균, 신뢰수준 95% 분포에 해당하는 하한 값과
상한 값 그리고 1th부터 99th까지의 백분위수(percentile) 값
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진단검사 시 발생하는 측정 불확도 평가
를 위하여 포함인자(k, coverage factor)를 신뢰수준 약 95%
(k=2)로 설정하였으며 행정구역별로 상대표준불확도를 제시하
였다(Figure 1, Table 2).
2. 측정 자료의 분석
행정구역별로 공복혈당 측정값의 분포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공단이 발표한 자료의 95% 신뢰구간 하한 값과 상한 값의 차이
를 나이 그룹별로 구하고 이 데이터들을 모두 합하여 측정된 혈

Figure 1. Image of Korean Blood Glucose Reference Standard published by NHIS. The data categorized fasting blood glucose by 16 administrative
divisions, and each administrative division was divided into male and female and ag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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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상대표준불확도와 본 분석에서 생성된 결과와의 연관성을 비

천, 대전, 충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경향을

교 분석하였다. 표준불확도(standard uncertainty)는 표준편

나타내어 남성이 대체적으로 공복혈당 결과의 분포가 큰 것을

차로 표현되는 측정불확도를 말하며 상대표준불확도는 표준불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3). 변이계수는 전북(8.3%)이 가장 낮

확도를 측정치의 절대값으로 나눈 값이다.

게 나타났으며 서울(13.2%)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구역별 공복혈당 측정값의

3. 통계분석

95% 분포 상한 값과 하한 값의 차이로 얻은 표준편차와 변이계

한국인 혈당 참조표준 자료는 NHIS 산하 National Health

수의 변동 경향은 측정수와는 상관성이 없었다.

Insurance Sharing Service (NHISS)에서 Excel 형식으로 제
공받았다[4]. 데이터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PC version

2. 행정구역별 남녀 공복혈당 평균값의 차이와 남녀 나이별

22.0, IBM Corporation, New York, NY, USA)를 사용하였

공복혈당 평균값 차이 비교

고 이 연구의 통계적 유의성 평가기준은 P＜0.05로 설정하였다.

NHIS에서 제시한 남자의 공복혈당의 전국 평균과 표준편차
는 98.4±2.40 mg/dL이었고, 여자는 94.0±2.22 mg/dL로

결 과
1. 행정 구역별 공복혈당 측정값의 95% 분포 상한 값과 하한

나타나 남녀별 평균값 차이가 4.4 mg/dL임을 보여주었고 남녀
간에는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P＜0.001)가 있음을 보

값의 차이 비교
NHIS가 발표한 공복혈당 측정값의 95% 분포 상한 값과 하한
값의 차이를 통하여 행정구역별 측정값의 분포 정도를 평가하고
자 Table 1에서 보여준 방법대로 차를 구하고 이 데이터들의 평
균치와 표준편차, 변이계수를 구하였다. 공단에서 제시한 행정
구역에 따른 공복혈당 95% 분포 상한 값과 하한 값 차이의 남녀
별 분포에서는 남자와 여자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P＜0.05). Figure 2,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준편차와 변이계
수가 행정구역간 다양한 분포 크기를 나타내었다. 전북과 전남
을 제외한 구역에서 남녀 합이 남자와 여자의 표준편차보다 높
은 경향을 나타냈으며, 남자의 표준편차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
나 남자에서의 공복혈당값의 분포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충

Figure 3. The difference between the upper and lower limits of 95%
distributions of fasting blood glucose published by NHIS was
calculated by age group. And trends of variation coefficient (CV%)
by administrative districts was analyzed using these data.

남이 가장 낮은 표준편차(5.87 mg/dL)를 보였고, 인천이 가장
높은 표준편차(8.61 mg/dL)를 보여주었다. 변이계수 역시 인

Figure 2. The difference between the upper and lower limits of 95%
distributions of fasting blood glucose published by NHIS was
calculated by age group. And trends of standard deviation by
administrative districts was analyzed using these data.

Figure 4. The correlation between standard deviation, coefficient of
variation and No. of measurements analyzed using differences
between of the lower and upper limits the 95% distribution of fasting
blood glucose published by NHIS.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the dispersion of data and the number of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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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었다(Figure 5). 또한 행정구역별 남녀 공복혈당 평균값은

Table 2에서 계산된 전국 행정구역 평균 10.74%와는 다소 차

거의 일정한 차이와 경향을 보여주었다(Figure 6).

이가 있었다.

전국 나이 그룹별 남녀 공복혈당 평균값과 표준편차 비교분

행정구역별 상대표준불확도와 측정수와의 관련성 비교 분석

석에서는 남자 97.3±3.39 mg/dL, 여자는 92.1±3.41 mg/dL

에서도 유의한 차이나 의미 있는 경향을 발견할 수 없었고, 행정

로 나타나 5.2 mg/dL의 평균값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통계

구역별 상대표준불확도와 NHIS에서 발표한 평균혈당값 사이

학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P＜0.001).

에도 유의한 상관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행정구역별 공

표준편차는 남녀 간에 유사한 값을 보여주었지만 행정구역별 남

복혈당 측정값의 95% 분포 상한값과 하한값의 차이 평균치와 상

녀 공복혈당 평균값에 기초한 분석결과보다 더 큰 차이를 보여

대표준불확도 간에는 결정계수(R2)가 0.95로 분석되어 유의한

주었다(Figure 5, 7).

상관성을 보여주었다(Figure 8). 그렇지만 공복혈당 측정값의
95% 분포 상한값과 하한값의 차이를 통하여 얻은 표준편차와

3. 상대표준불확도의 행정구역별 차이와 연관 분석데이터 비교

변이계수의 경향과 상대표준불확도와도 관련성을 찾을 수 없었다.

행정구역별 상대표준불확도는 Table 2와 같다. 대구가
7.88%로 가장 낮았으며 전북이 16.7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NHIS에서 발표한 전국 상대표준불확도는 9.58%로

Figure 5. The box plot showing the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mean fasting blood glucose of male and female by the administrative
districts published by NHIS.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ales and females (P＜0.001). The box represents the interquartile
range and the line inside the box indicates the median change in
expression. The whiskers are 1.5 times above and below the
interquartile range.

Figure 6. Difference and trend in average fasting blood glucose in
males and females by the administrative districts published by N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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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The box plot i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mean fasting
blood glucose levels of male and female by age groups published
by NHIS. There is a ver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P＜0.001).

Figure 8. The correlation between relative standard uncertainties and
the averages value obtained from the difference between the upper
and lower limits of the 95% distribution of fasting blood glucose
2
published by NHIS.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them (R =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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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는 진단검사에서의 참조표준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검사의 질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한 도구이기 때

NHIS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발표한 ‘한국인 혈당 참조표준’

문이다. 진단검사에서 불확도 추정을 위한 단순 원리는 Monte

은 2016년 ‘한국인 비만지수’ 발표에 이어 두번째로 등록된 참

Carlo 기법[15, 16]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때 검토되는 변이는

조표준이다. 추후 진단검사 항목 중 여러 검사항목들에 대한 참

생물학적 변이, 분석 전 변이, 분석 변이, 분석 후 변이이다[13].

조표준이 연구되고 발표되겠지만 그 시발점이 되는 한국인 혈당

불확도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 측정결과를

참조표준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참조표준이란 측정데

보완하는 수치 정보이고 측정 결과에 대한 의심의 정도를 나타

이터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ㆍ평가하여 공인된

낸다. Oosterhuis 등[13]의 연구에 따르면 측정 데이터를 평가

표준으로,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지속적으로 사용되

할 때 오차 및 불확도 평가 방법은 상호 보완적이며 평가를 위해

거나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료를 말한다[5].

서는 측정 절차의 모든 구성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언급하

한국인 혈당 참조표준에 활용된 자료는 2015년에서 2016년

고 있다. 아울러 아직 진단검사에 아직 강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사이에 건강진단을 통해 축적된 건강검진 자료를 활용하였다고

있지만 진단검사의 성능 사양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

NHIS가 발표하였다. 이 자료는 전국 검진기관 중 검진평가 ‘우

검사 과정에 진단 불확도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수’기관의 검진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해당 검진기관

있다. 또한 불확도에 대한 접근은 치료를 위한 진단과 모니터링

들은‘국가공인 표준물질’을 이용하여 정확도 관리(외부정도관

시 측정시스템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

리) 사업에 참여한 기관들이다. 이 공개 자료는 16개 행정구역으

고 Theodorsson [15]은 주장하였다. 진단검사에서 불확도와

로 분류되어 분석되었다. 특히 기존 건강검진 자료에서는 다루

가장 관련성이 높은 요소들로는 측정 물질에 대한 부정확한 정

어지지 않았던 오차범위, 즉 반복 측정으로 인한 불확실성 및 장

의, 부적절한 검체 채취, 첨가제의 영향 및 효과, 원심분리 조건,

비의 오차 범위를 반영한 불확도(uncertainty)라는 개념[6, 7]

저장 조건, 일간 재현성의 불량 정도, 계통 오차, 특이성 부족, 부

을 적용하여 이전보다 더욱 정교한 자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계

정확한 calibrators 할당 값 등을 들 수 있다[12]. 이와 같은 상

측에 의한 값이나 계산에 의한 값 등 특정 자료를 이용해 도출된

황을 적용하였을 때 가장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오류는 정확도

추정치는 계측기에 의한 불확실성과 계측 당시 환경 조건에 의

오류와 부정밀도 즉 산포성 문제이다. 본 조사에서 분석한 산포

해 표준 조건과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측된 추정값은

성 경향(Figure 2, 3)과 NHIS가 발표한 상대표준불확도(relative

산정식에 의한 불확실성 등 다양한 불확실성 요인에 의해 영향

standard uncertainty)와는 유의한 관계성을 나타내지 않았

을 받는다. 이에 따라 추정치는 미지의 참값과의 편차(bias)를

다. 표준불확도는 표준편차로 표현되는 측정불확도를 말하며,

보이게 되며, 추정치가 반복 측정값인 경우는 평균값을 중심으

상대표준불확도는 표준불확도를 측정치의 절대값으로 나눈 값

로 무작위(random)로 분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편차와

으로 정의된다. 즉 상대표준불확도는 동일한 측정량들의 분산

분산을 유발하는 불확실성 요인을 정량화하여 불확도(uncer-

정도를 간단하게 비교할 수 있다. Kristiansen과 Christensen

tainty)로 표현하고 있다[7]. 따라서 측정 불확도는 충분히 타당

[11]은 불확도가 정밀도 오류를 설명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

성 있는 이유에 의해 측정량(measurand)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며, 측정량(measurand)에 합리적으로 기인하는 값의 분산을

는 값들의 분포를 특성화한 매개변수(parameter)로 요약될 수

특성화 하는 매개변수라고 설명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 분석한

있다[8]. 따라서 불확도는 측정량(measurand)의 범위를 말하

행정구역별 공복혈당 측정값의 95% 분포 상한값과 하한값의 차

게 된다. 측정 불확도는 측정량에 대한 측정값의 분산 특성을 나

이를 계산한 평균치와 상대표준불확도 간에는 결정계수가 0.95

타내는 음이 아닌 파라미터이다.

로 분석되어 유의한 상관성을 보여주었다(Figure 8). 그러나

불확도를 평가하는 방법은 물리적 측정 분야에서 시작[9]되

NHIS에서 제시한 행정구역별 평균 혈당값과 상대표준불확도

었으며 화학분야는 198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지만 화학 관련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불

분야에서의 적용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10]. 진

확도 적용에 관한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단검사 분야에서 측정 불확도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부터 소

다. 한국인 혈당 참조표준’에 대한 상대표준불확도는 가장 낮은

개되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11-14]. 또한 현재

지역과 높은 지역에서 약 2배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또한 NHIS

와 앞으로도 검사의 정확도에 대한 이해와 오차를 줄이기 위한

가 제시한 전국 상대표준불확도(9.85%)와 16개 행정구역 상대

노력의 일환으로 진단검사에서의 측정 불확도를 이해하는 것은

표준불확도 평균(10.74%)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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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NHIS에서 발표한 자료와 본 조사 분석에서는 남녀 간 혈당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치 차이가 명확히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5-7). 그
러나 현재 대한당뇨병학회나 진단검사의학회, 그리고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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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행정구역별 혈당검사 참여자 수는 광주가 24,228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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