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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 지역의 성인 남녀에서 비만과 혈청 비타민 D의 상관관계
김선정, 김문찬*, 김대영, 김정호, 황혜아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울산대학교병원 가정의학교실

Relationship between Obesity and Serum 25-Hydroxyvitamin D Concentrations
Seon-Jeong Kim, Moon-Chan Kim*, Dae-Young Kim, Jeong-Ho Kim, Hye-A Hwang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Ulsan University Hospital,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Ulsan, Korea

Background: Vitamin D has been known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calcium homeostasis and bone metabolism. It has also been implicated in
diabetes mellitus, cardiovascular disease, and immune diseases. Several cross-sectional studies conducted worldwide have found that vitamin D is
negatively correlated with obesity. In Korea, however, the results of similar studies were found to be inconsistent.
Methods: The study consisted of 585 adults over 18 years of age, who visited a health promotion center at a university hospital from March, 2015 to
February, 2016 and their serum vitamin D levels were recorded. They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ir sex.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calculated using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obesity and vitamin D. Finally, subjects with vitamin D levels less than <20 ng/mL were
classified as deficient. B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determine the odds ratio of vitamin D deficiency.
Results: We observ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obesity and vitamin D (P<0.05) among the women but not in the men. The following
are the details of the findings: ≥25 in body mass index (model 3 adjusted odds ratio [OR], 4.11; 95% confidence interval [CI], 1.59–10.67), ≥85 cm in
waist circumference (model 3 adjusted OR, 1.81; 95% CI, 1.02–4.01), ≥30% in body fat (model 3 adjusted OR, 2.29; 95% CI, 1.17–4.62).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suggest that obesity and vitamin D are negatively correlated and that obesity in women predisposes
them to vitamin D deficiency.
Keywords: Obesity; Body Mass Index; Fat Body; Vitamin D

서론

써 그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중들의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
다.

비타민 D는 전통적으로 칼슘 항상성과 골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현재 세계적으로 여러 인구 집단에서 비타민 D 결핍이 관찰되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근골격계 뿐만이 아니라 인체 내

있으며1) 특히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비타민 D 부족이 가장 심한

다양한 조직과 세포에서 비타민 D 수용체(vitamin D receptor)가 발

국가 중에 하나이다.6) 2010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0세 이상

견되면서1) 비타민 D의 다른 역할에 주목하게 되었고 만성 질환들 즉

한국인의 혈중 25(OH)D의 평균 농도는 모든 연령구간에서 25(OH)

고혈압, 심혈관 질환, 당뇨병, 자가면역 질환 그리고 암 등과 관련이

D 농도가 결핍(혹은 부족)의 기준인 20 ng/mL를 넘지 못하였다.7)

있다는 다양한 연구가 발표되었다.2-5) 그에 따라 최근 수년간 다양한

지방세포에서 비타민 D를 분해시키는 효소(24-hydroxylase)의 유

언론에서 비타민 D의 역할에 대해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수단으로

전자 발현과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는 효소(1α-hydroxylase)의 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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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명되면서 비만과 비타민 D의 연관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8)

지점에서 가볍게 숨을 내쉰 상태에서 측정되었다. 8시간 이상 공복

또한 비만과 비타민 D 결핍이 동반되어 발생하는 것이 여러 역학 연

후 정맥혈에서 혈액을 채취한 후 비타민 D (25(OH)D) 농도를 측정하

구들

9-11)

에서 증명되면서 비만이 위험 요인이 되는 당뇨병, 심혈관질

였다.

환의 발생에 비타민 D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비

흡연은 비흡연자, 현재 흡연자로 구분하였고, 음주는 술의 종류와

만이 비타민 D 부족의 원인이 되는 것인지, 혹은 이와 반대로 비타민

관계없이 주당 음주 횟수를 기준으로 1회 미만, 1–2회, 3회 이상의 세

D 부족이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인과 관계는 아직 명확

군으로 분류하였다. 평소보다 훨씬 더 숨을 차게 만드는 격렬한 활

히 밝혀진 바가 없다.

동(달리기, 등산, 빠른 속도로 자전거 타기 등)을 하루 20분 이상 시

하지만 해외 여러 단면 연구에서 비만할수록 혈중 25(OH)D 농도

행한 것을 강도 높은 운동으로 정의하였고, 주 3일 이상, 주 3일 미만

는 더 낮은 결과를 보여 비만과 vitamin D 농도가 음의 상관관계를

으로 분류하였다. 배우자는 결혼 후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를 배

갖는다는 것은 비교적 일관된 소견이다.12-14) 하지만 국내에서는 성인

우자가 있는 것으로 분류하고, 미혼, 이혼, 사별은 모두 배우자가 없

364명을 대상으로 비타민 D와 비만지표간의 연관성을 조사한 Shin

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학교

등1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내장지방과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졸업 이상의 두 군으로 분류하였고, 월수입은 가족전체의 수입을 기

관찰되었으나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허리둘레와는 연

준으로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으

관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폐경 후 여성 310명을 대상으로 한

로 구분하였다.

Jang 등16)의 연구에서도 비타민 D와 체질량지수 간의 상관관계는 나
타나지 않았다. 반면 65세 이상 남녀 233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Lee
와 Kang17)의 연구에 따르면 체중, 체질량지수, 체지방률과 같은 비만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지표가 비타민 D와 음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이와 같이 국내에
서는 여러 비만지표들과 혈청 비타민 D 간의 연관성에 대해 아직 일
치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으로 국한하지

Male (n=380)

Female (n=205)

Age (y)

Variable

56.72±9.30

54.80±8.95

P-value
<0.05

Body mass index (kg/m2)

24.68±2.71

23.04±3.00

<0.05

Waist circumference (cm)

86.94±6.84

80.53±7.99

<0.05

않고 연령을 확대하여 일개 지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비만과 혈청

Body fat (%)

23.25±4.33

29.65±4.47

<0.05

비타민 D 간의 관련성 및 비타민 D 결핍의 위험요인을 알아보고자

Alcohol consumption
76 (20.0)

137 (66.8)

1–2 days a weak

167 (43.9)

49 (23.9)

≥3 days a weak

137 (36.1)

19 (9.3)

Non-smoker

277 (72.9)

203 (99.0)

Current smoker

103 (27.1)

2 (1.0)

290 (76.3)

166 (81.0)

90 (23.7)

39 (19.0)

Yes

355 (93.4)

177 (86.3)

No

25 (6.6)

28 (13.7)

한다.

Never

<0.05

Smoking status

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일개 대학병원 건강검
진센터를 방문하여 혈청 비타민 D (25-hydroxyvitamin D, 25(OH)D)
측정 검사가 포함된 건강검진을 시행한 성인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총 585명을 대상으로 단면연구를 실시하였다.

Physical activitya
Never
≥3 days a weak

2. 연구방법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했을 때 생활 습관, 사회 경제적 환경이 포함
된 문진표가 제공되었다. 문진표에는 흡연력, 음주력, 신체활동량, 교
육 수준, 평균 소득 및 배우자 유무 등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자동 신체 계측기(X-scan Plus II; Jawon Medical, Gyeongsan, Korea)
로 신장, 체중, 체지방률을 측정하였고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여 체
질량지수(BMI; kg/m2)를 계산하였다. 허리둘레(waist circumference)
는 직립자세에서 늑골의 최하단부와 엉덩뼈능선 최상단부의 중간
www.kjfp.or.kr

0.20

<0.05

Spouse

Monthly income
(10,000 won/mo)
<400

342

<0.05

0.21
63 (16.6)

44 (21.5)

≥400 and <600

101 (26.6)

44 (21.5)

≥600

216 (56.8)

117 (57.1)

95 (25.0)

82 (40.0)

285 (75.0)

123 (60.0)

<0.05

Educational level
College or more
High school or less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a
Physical activity defined that participants did activities required a large amount
of effort and causes rapid breathing and a substantial increase in heart rate, such
as running, fast cycling, fast swimming, climbing briskly up a hill, and etc. more
than 20 minutes a day.
P-value from t-test for a continuous variable and chi-square test for categorical
variables comparing a difference between 2 groups.

Korean J Fam Pract. 2019;9(4):341-346

KJFP

김선정 외. 일개 지역의 성인 남녀에서 비만과 혈청 비타민 D의 상관관계

Korean Journal of Family Practice

이 주 3회 이상 운동을 하는 사람에 비해 많았고 남녀에 따른 유의미

3. 통계분석

남녀로 구분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에 대해 t-검정과 카이제곱

한 차이는 없었다(P=0.20). 가족 월평균 수입의 경우 600만원 이상의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체질량지수(BMI), 허리둘레, 체지방률과 결과

고소득자 비율이 남성(56.8%), 여성(57.1%) 모두에서 가장 많은 비율

변수인 혈청 비타민 D(25(OH)D) 농도 간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피

을 차지했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p=0.21). 배우자 유무와

어슨 상관관계분석을 이용하여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아직 혈청

교육수준에 대해서는 남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5).

비타민 D의 농도에 따른 분류에 대해 공식적으로 합의된 바는 없으
나, 여러 연구에서 20 ng/mL 미만을 결핍(defeciency), 30 ng/mL 미만

2. 비만지표와 혈청 비타민 D (25(OH)D)의 관련성

을 부족(insufficiency), 30 ng/mL 이상을 충분(sufficiency)으로 정의하

비만지표로 체질량지수(BMI), 허리둘레, 체지방률을 이용하였으

이 기준에 따라 혈청 비타민 D 농도가 20 ng/mL 미만인

며 이 3가지 비만지표와 혈청 비타민 D 농도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집단과 20 ng/mL 이상인 집단으로 구분한 뒤 체질량지수(BMI)와 허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분석을 시행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Table 2

리둘레 및 흡연, 음주, 신체 활동량에 따른 비타민 D 결핍의 교차비

와 같다. 남성의 경우 비만과 혈청 비타민 D 농도 간의 상관관계가 관

(odds ratio, OR)를 산출하였다. 교차비는 이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찰되지 않았다. 여성의 경우 체질량지수(BMI)와 혈청 비타민 D간에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P<0.05로 정의하였으

음의 상관관계(R=-0.203, P<0.05)가 관찰되었고 체지방률 역시 비타

며 모든 통계적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 21.0 (IBM Co., Ar-

민 D와 음의 상관관계(R=-0.157, P<0.05)를 보였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monk, NY, USA)를 사용하였다.

나이와 신체활동량을 보정한 후에도 유지되었다. 허리둘레의 경우

1,18)

고 있다.

나이와 신체활동량을 보정하기 전에는 혈청 비타민 D 농도와의 상

결과

관관계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나이 및 신체활동량의 보정 후에는 음
의 상관관계(R=-0.173, P<0.05)가 관찰되었다.

1.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평균 나이는 남성

3. 혈청 비타민 D 결핍(deficiency)에 대한 위험요인

56.72세, 여성 54.80세로 남성의 연령이 많았다(P<0.05). 남성의 평균

Table 3은 혈청 25(OH)D 결핍에 대한 위험요인을 알아보고자 남

체질량지수(BMI)는 24.68로 여성의 평균 체질량지수 23.04보다 더

녀별로 나누어 교차비(odds ratio)를 구한 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혈

높았다(P<0.05). 남성의 평균 허리둘레는 86.94 cm로 여성의 평균 허

청 25(OH)D 농도가 20 ng/mL 미만인 경우를 결핍으로 분류하여 이

리둘레 80.53 cm보다 더 컸고(P<0.05) 남성의 평균 체지방률은

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모델 1에서는 나이만을 보정

23.25%로 여성의 평균 체지방률 29.65%보다 적었다(P<0.05). 주 3회

하였고, 모델 2에서는 나이 및 흡연 유무와 음주량을 함께 보정하였

이상의 음주자 비율은 남성(36.1%)이 여성(9.3%)보다 많았으며

다. 모델 3에서는 나이와 흡연 유무, 음주량과 함께 신체활동량을 더

(P<0.05), 흡연 여부에 대해서는 남성의 경우 현재 흡연자(27.1%) 비율

하여 보정하였다. 남성의 경우 혈청 25(OH)D 결핍에 대해 유의하게

이 여성의 현재 흡연자 비율(1.0%)보다 많았다(P<0.05). 남녀 모두 주

관찰된 위험요인이 없었다. 여성의 경우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

3회 이상 강도 높은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남성: 76.3%, 여성: 81.0%)

인 집단이 25 미만인 집단에 비해 혈청 25(OH)D 결핍에 대한 교차비

Table 2. Correlation between BMI, waist circumference, body fat and serum 25(OH)D concentrations
Male
Variable
BMI (kg/m2)

Female

Value

Serum-25(OH)D
(ng/mL)

Correlation
coefficienta

24.68±2.71

20.46±8.68

-0.016
0.025b

Waist circumference
(cm)

86.94±6.84

Body fat (%)

23.25±4.33

20.46±8.68

-0.002
0.018b

20.46±8.68

P-valuea
0.75

Value

Serum-25(OH)D
(ng/mL)

23.04±3.00

17.49±9.83

0.63b
0.96

80.53±7.99

17.49±9.83

0.73b

-0.062

0.23

-0.049b

0.34b

29.65±4.47

17.49±9.83

Correlation
coefficienta

P-valuea

-0.203

<0.05

-0.257b

<0.05b

-0.099

0.16

-0.173b

<0.05b

-0.157

<0.05

-0.256b

<0.05b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BMI, body mass index; 25(OH)D, 25-hydroxyvitamin D.
a
Correlation coefficient and P-value from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for finding the association between BMI, waist circumference, body fat and vitamin D. bAdjusted
for age, physical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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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OR of serum 25(OH)D deficiency
Risk factor

Adjusted OR (95% CI)

Crude OR (95% CI)

Model 1

Model 2

Model 3

Male
BMI (kg/m2)
Normal (<25)

1

1

1

1

Obese (≥25)

0.74 (0.42–1.31)

0.67 (0.37–1.20)

0.69 (0.38–1.26)

0.70 (0.38–1.27)

Waist circumference (cm)
Normal (<90)

1

1

1

1

Obese (≥90)

0.80 (0.44–1.46)

0.79 (0.44–1.44)

0.80 (0.44–1.50)

0.80 (0.44–1.51)

Body fat (%)
Normal (<25)

1

1

1

1

Obese (≥25)

0.97 (0.54–1.76)

0.93 (0.51–1.69)

0.93 (0.50–1.71)

0.98 (0.52–1.80)

Female
BMI (kg/m2)
Normal (<25)

1

Obese (≥25)

3.65 (1.54–8.65)

1

1

4.24(1.74–10.35)

1

4.26 (1.72–10.40)

4.11 (1.59–10.67)

Waist circumference (cm)
Normal (<85)

1

1

1

1

Obese (≥85)

1.65 (0.81–3.35)

2.21(1.05–4.67)

2.22 (1.04–4.65)

1.81 (1.02–4.01)

Body fat (%)
Normal (<30)

1

1

1

1

Obese (≥30)

1.61 (0.89–2.91)

2.09 (1.11–3.94)

2.12 (1.13–4.03)

2.29 (1.17–4.62)

Model 1: adjusted for age. Model 2: adjusted for age, smoling status, alcohol consumption. Model 3: adjusted for age, smoling status, alcohol consumption, physical
activity.
OR, odds ratio; 25(OH)D, 25-hydroxyvitamin D; CI, confidence interval; BMI, body mass index.
B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determine the OR of vitamin D deficiency.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odds ratio [OR], 3.65; 95% confi-

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여성의 경우 체질량지수(BMI), 허리둘레 및

dence interval [CI], 1.54–8.65), 이러한 경향성은 나이와 흡연 유무 및

체지방률과 혈청 비타민 D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으며 비만

음주량과 신체 활동량을 보정한 후에도 유지되었다(OR, 4.11; 95%

은 비타민 D 결핍(deficiency)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

CI, 1.59–10.6). 허리둘레 85 cm 이상인 복부비만 집단의 혈청 25(OH)

다.

D 결핍에 대한 교차비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나이와 흡연 유무 및 음

비타민 D와 비만지표간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해 국내 성인 364

주량과 신체 활동량을 보정한 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Shin 등15)의 연구결과에서는 내장지방과 비타

(OR, 1.81; 95% CI, 1.02–4.01). 체지방률 30% 이상인 집단의 혈청

민 D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으나 체질량지수, 허리둘레와

25(OH)D 결핍에 대한 교차비도 허리둘레와 마찬가지로 나이를 보

같은 비만 지표와 비타민 D 간에는 연관성을 보이지 않아 본 연구와

정하기 전에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나이와 흡연 유무 및 음주량과 신

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또한 국내 중장년층의 성인에서 비타민 D

체 활동량을 보정한 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관찰

와 복부지방면적, 인슐린저항성과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18)에서도

되었다(OR, 2.29; 95% CI, 1.17–4.62).

허리둘레와 비타민 D 사이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아 본 연구와 상
반된 결과를 보였다.
반면에 국내 노인을 대상으로 한 Lee와 Kang17)의 연구에서는 체

고찰

중, 체질량지수, 체지방률과 같은 비만지표가 비타민 D와 음의 상관
본 연구는 비만과 혈청 25(OH)D 농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

관계를 보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지만, 본 연구와는 달리 연구대

여 일개지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남성의

상을 65세 이상 노인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Lee와 Kang17)의 연구에

평균 혈중 비타민 D 농도는 20.46 ng/mL, 여성은 17.49 ng/mL로 남녀

서는 성별에 상관없이 비만과 비타민 D 농도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모두 평균 비타민 D 농도는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

관찰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여성에서만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은 결핍(혹은 부족)의 기준인 20 ng/mL를 넘지 못하였다.

이는 Lee와 Kang17)의 연구에서는 남성 39명, 여성 194명으로 연구 대

본 연구에서 남성에서는 비만과 혈청 비타민 D 농도간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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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남성 380명, 여성 205명으로 남성 수가 많았고 평균 연령이

는 여러 한계점이 있다. 첫째, 단면연구이므로 비만과 혈중 비타민 D

56.7세(남성)로 더 젊다는 차이점이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

농도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따라서 인과관

비만과 비타민 D 농도간의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해외의 연

계를 밝히기 위한 대규모의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혈중 비

는 다수 존재한다. 비만과 비타민 D 농도가 음의 상관관계를

타민 D 농도는 계절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보이는 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혀진 원인은 없으나 그 원인을 다양

나 본 연구에서는 계절적 요소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셋째, 비타민 D

하게 추측할 수 있다. Visser 등 은 유럽 노인 1,260명을 대상으로 비

보충제 복용 여부와 비타민 D 함유 식품의 섭취량이 교란 변수로 작

타민 D 수준에 따라 1일 신체활동량을 조사한 결과, 비타민 D 수준

용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과 1일 신체활동량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바 있

연구대상자의 지역이 울산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될

고, Brock 등 은 미국의 건강한 55세 이상 성인 남녀 2,621명을 대상

수 있으나, 역으로 지역적 제한을 통하여 비교적 동질성 있는 인구

으로 신체활동과 비타민 D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비타민 D

집단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12-14,19)

구

12)

20)

와 신체활동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비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인 여성에서 체질량지수(BMI), 허리

만한 사람은 신체 활동량과 야외 활동이 비만하지 않은 사람에 비

둘레 및 체지방률과 혈청 비타민 D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

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미루

으며 비만은 비타민 D 결핍(deficiency)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어 보면 비만한 사람은 햇빛 노출량이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피부

조사되었다. 하지만 아직 본 연구 결과를 보편화 하기에는 한계점이

에서 비타민 D 합성이 적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있어, 추후 더 많은 인구집단을 통한 추가적인 연구들이 필요할 것

하지만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Harris와 Dawson-Hughes13)의 단

이며 좀더 명확한 관계성을 보기 위해 전향적 연구들이 시행되어야

면 관찰 연구에서는 햇빛 노출량과 혈중 비타민 D 농도간에 유의미

하겠다.

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비만과 혈중 비타민 D 농도간의 음의 상관관
계가 단순히 햇빛 노출량의 차이 때문만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요약

Wortsman 등 은 피실험자를 비만군과 정상군으로 나누어 동일
21)

한 자외선을 피부에 조사한 후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측정하는 실험

연구배경: 비타민 D (25(OH)D)는 칼슘 항상성과 골대사 뿐만 아니

을 진행하였는데, 자외선 조사 직후에는 혈중 비타민 D 농도의 증가

라 당뇨, 심혈관질환, 면역질환 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에 두 군간의 차이가 없었으나 24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비만군이 정

있다. 해외 여러 연구에서는 비교적 일관되게 혈청 비타민 D와 비만

상군에 비해 57% 가량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

간의 음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연구 결과가

다. 이는 비만할 경우 피부로부터 합성된 비타민 D 가 혈중으로 잘

일치하지 않았다.

방출되지 못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타민 D 섭취에 관해서

방법: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일개 대학병원 건강검진센터

비만군이 정상군에 비해 비타민 D를 더 적게 섭취하는 것으로 보고

를 방문하여 혈청 비타민 D수치를 포함하여 건강검진을 시행한 18

19)

된 연구 결과도 있다.

세 이상의 성인 총 585명을 대상으로 단면연구를 하였다. 남녀로 나

위와 같이 비만과 혈중 비타민 D 간에 음의 상관관계를 보일 수

누어 분석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를 t-검정과 카이제곱검정으로

있는 원인을 알아보고자 진행된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으나, 국내에

분석하였다.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체지방률과 비타민 D의 연관성

서는 여러 비만지표들과 혈중 비타민 D 간의 연관성에 대해 아직 일

에 대해 피어슨 상관관계분석으로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마지막

치되지 않는 결과를 보이고 있어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비타민 D는

으로 비타민 D 수준이 20 ng/mL 미만인 경우를 비타민 D결핍군으

지용성으로 지방조직에 결합할 수 있으므로 비만한 경우 비타민 D

로 분류하여 비타민 D 결핍의 교차비(odds ratio, OR)를 계산하였다.

생체이용률이 떨어질 수 있으며, 같은 양의 비타민 D를 투여하더라

교차비는 이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도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정상인에 비해 50% 가량 낮은 것으로 알려

결과: 여성에서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체지방률과 혈청

져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성별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인 것은

비타민 D간의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고(P<0.05), 나이 및

남녀 모두 체질량지수(BMI)를 기준으로 평균 과체중에 속하였지만,

신체활동량을 보정한 후에는 허리둘레와 비타민 D 간에도 유의한

남성과 여성의 근육과 체지방의 조성 비율이 다르므로 여성에서 체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05). 남성에서는 비만과 비타민 D의 연

지방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이 비타민 D 결핍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한

관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여성에서 비타민 D 결핍에 대한 교차비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

(odds ratio)는 체질량지수 25 이상인 비만군에서 유의하게 높았고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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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3 adjusted OR, 4.11; 95% confidence interval [CI], 1.59–10.67), 허
리둘레 85 cm 이상인 복부비만군(model 3 adjusted OR, 1.81; 95% CI,
1.02–4.01) 및 체지방률 30% 이상의 비만군(model 3 adjusted OR, 2.29;
95% CI, 1.17–4.62)에서도 같은 경향성을 보였다. 남성에서는 비타민
D 결핍에 대해 유의하게 관찰된 요인이 없었다.

결론: 여성에서 체질량지수(BMI), 허리둘레 및 체지방률과 혈청 비
타민 D의 음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으며 비만은 비타민 D 결핍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심단어: 비만; 체질량지수; 체지방; 비타민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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