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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인에서 영양소 섭취 상태와 우울증과의 연관성: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박서연, 한아름*, 신새론, 어재은
원광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Relationship between Dietary Intake and Depression among Korean Adult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4
Suh-Yeon Park, A Lum Han*, Sae-Ron Shin, Jae Eun Eo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Hospital, Iksan, Korea

Background: Many studies have assessed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nutrient element and depression independently, but few have assessed the
effect of dietary intake on depression, as diagnosed using the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PHQ-9).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dietary intake and depression, which was diagnosed using the PHQ-9.
Methods: This study used the second data set (2014) from the six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NES). Our analysis
included 5,897 persons who answered the PHQ-9, aged 20 to 60 years. They were categorized into either a male or female group, which were then
subdivided into a depression group of patients who were diagnosed using the PHQ-9, and those without depression (control group). The patients’
dietary intakes were obtained using the 24-hr recollection method in KNHNES. The relationship between dietary intake and depression was
investigated for each group.
Results: In males, dietary intake was not associated with depression in both groups, except in relation to carotene. While in females, the depression
group had lower fiber and vitamin C dietary intake than the control group (fiber P=0.015, vitamin C P=0.020). The dietary intakes of all other
nutrients had no associations between the depression and control groups, in both males and females.
Conclusion: According to our results, low dietary intake of fiber and vitamin C may be associated with depression in femal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a diet regimen that includes fiber and vitamin C may help prevent and reduce depression in females.
Keywords: Depression;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Diet; Fiber; Vitamin C

사회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상태로 정의된다.2) 15세 이상 인구

서론

군에서 이러한 장애는 건강년수의 상실(years of life lived with a dis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불릴 만큼 매우 흔한 질환으로 모든

ability)을 초래하는 첫 번째 원인이며, 노인에서 삶의 질이 보정된 수

연령, 인종, 사회 경제 계층에서 발병하며, 기분저하와 불안의 증가,

명(quality-adjusted life years)이 감소하는 세 번째 원인이다.1) 세계보건

평소 즐겨 하던 활동에 대한 흥미나 의욕의 상실, 수면장애, 식욕저

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의 보고에 의하면 우울증은 인류에

하, 심한 피곤, 집중력의 저하 등을 보이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게 가장 큰 부담을 주는 10대 질환 중 하나이며, 2020년에는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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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측면에서 질병순위 두 번째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3)

우울증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 임상현장에서 접하기 쉬운 정신질환들을
감지하고 진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된 자기보고형 설문지인 Pa-

방법

tient Health Questionnaire (PHQ-9)를 이용하여 우울증을 선별하였
다. PHQ-9은 주요우울증의 진단을 위해 Diagnostic and Statistical

1. 연구 자료 및 대상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IV의 우울삽화의 진단기준과 일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치하게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최근 2주 동안 이러한 문제를 얼

Examination Survey, KNHANES) 자료를 이용하였다. KNHANES 자

마나 자주 경험하였는지를 조사한다. 각 항목당 증상의 정도에 따

료 중 제6기 2차(2014년) 자료를 분석하였다. 총 참여자는 7,550명이

라 “전혀 없음”은 0점, “3–4일”은 1점, “8–10일”은 2점, “12–14일”은 3점

었으며, 이 중 데이터 누락이 없는 20세 이상에서 60세 이하의 성인

으로 평가되며, 그 점수의 합을 구하여 총 27점 중 10점이 우울증상

남녀를 대상자로 하였다. 건강 설문 조사의 정신건강 항목(한국판

에 대한 절단점(cut-off point)이 된다.4,5) PHQ-9는 우수한 민감도(88%)

PHQ-9)의 ‘지난 2주 동안, 아래 나열되는 증상들에 얼마나 자주 시

와 특이도(88%)를 가진다고 보고되었으며, 기존의 우울증 선별척도

달렸습니까?’의 9가지 문항을 모두 응답한 경우를 분석 대상자로 하

보다 문항수가 적고 검사를 실시하는 데 시간이 적게 들어, 환자에

였고, 그 결과 5,897명이 최종분석 대상자였다.

4,5)

게 긴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일차적 임상현장 적합한 도구로 여겨
진다.4) Lim 등5)의 연구에서는 PHQ-9가 우울증의 심각도의 측정에

2. 연구 방법

서도 신뢰도가 높고 타당한 도구임이 밝혀졌는데, 이는 Park 등4)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한 후 각각 우울증으

연구에서도 PHQ-9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Cronbach’ alpha=0.84)가

로 분류된 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었다. 건강 설문 조사의 정신건강

높게 나타나, Lim 등 5)의 연구에서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또한

항목(한국판 PHQ-9)의 ‘지난 2주 동안, 아래 나열되는 증상들에 얼

PHQ-9의 구성문항들이 시간이 지나더라도 개인의 우울 증상을 매

마나 자주 시달렸습니까?’의 9가지 문항의 점수에 따라 PHQ-9≥10의

우 안정되게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우를 우울증 군(depression group)으로, PHQ-9<10의 경우를 대조

뇌는 다른 어느 장기보다 식이에 존재하는 물질 특히, 비타민, 무

군(control group)으로 분류하였다.4,5) 우울증 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기질, 필수 아미노산, 필수지방산에 민감하다.6) 그렇지만 오랫동안

인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연령,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body mass

식이가 뇌의 구조와 지적인 부분을 포함한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칠

index), 공복혈당(fasting blood sugar), 당화혈색소(hemoglobinA1C,

수 있다는 사실이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식이로 섭취되는

HbA1c), 총 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 고밀도 콜레스테롤(high-

영양소들과 대뇌기능의 관계가 평가되어오고 있고, 이에 정신질환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 저밀도 콜레스테롤(low-densi-

과 특정 영양소들이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Rao 등 의

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중성지방(triglyceride), 헤모글로빈

연구에서 영양소 섭취 상태가 우울증의 발병과 증상의 중등도에 영

(hemoglobin, Hb)을 비교하였다. 우울증 군과 대조군의 식이섭취를

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영양소의 결핍이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

비교하기 위해 단백질(protein), 지질(lipid), n-3계 지방산, n-6계 지방

6)

7)

6,7)

질환의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매일

산, 섬유소(fiber), 칼슘(calcium), 인(phosphorus), 철(iron), 나트륨(sodi-

의 식이에서 공급되는 특정 아미노산이 신경전달물질로 전환되어

um), 칼륨(potassium), 비타민A (vitamin A), 카로틴(carotene), 레티놀

증상을 경감시킴으로써 우울증을 호전시킨다고 보고된 바가 있으

(retinol), 티아민(thiamine), 리보플라빈(riboflavin), 니아신(niacin), 비

8)

며, 오메가-3계 불포화 지방산, 엽산의 결핍이 우울증과 관련이 있
9,10)

음이 밝혀졌다.

타민 C (vitamin C) 섭취량을 조사하였다.
식이섭취는 24시간 회상법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들이 조사 1일

현재 한국인을 대상으로 우울증과 영양소 섭취에 대한 연구가 부

전 하룻동안 섭취한 음식의 종류와 섭취량을 모두 응답하도록 하였

족한 실정이며, 특히 PHQ-9으로 진단된 우울증 환자와 이들의 영양

다. 동일 음식도 조리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조리법도 함께 조사하

소 섭취상태에 관한 연구는 아직 시행된 적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국

여 실제 섭취한 영양소량을 계산하였다. 또 조사대상자로부터 섭취

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여 일차진료에서 쉽게 진단하기 힘든 한

량을 1/2컵, 한 스푼 등의 부피로 조사하기 때문에 이를 중량 정보로

국인의 우울증을 간편한 설문지 형식의 PHQ-9을 사용함으로써 보

환산하기 위한 눈대중량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다.

다 손쉽게 우울증 환자를 감별하였으며 한국 성인을 남성과 여성으

우울증 및 식이섭취에 있어서 교란변수가 될 수 있는 소득, 교육,

로 구분하여 이들의 영양소 섭취 상태와 PHQ-9을 이용해 분류된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관절염), 신체활동제한 등 국민건강영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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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강 설문 조사 항목을 이용하였고, 통계적으로 보정 후 제시하

결과

였다.
1.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비교

본 연구의 최종 연구 대상은 5,897명으로 남성이 2,516명, 여성이

3. 통계 분석

우울증 군과 대조군의 비교는 독립 t-검정(independent t-test)을 실

3,381명이었다. 총 연구 대상자 중 우울증군에서 남성은 578명

시하였고, 교육, 소득, 만성질환, 신체활동 등이 우울증에 영향을 미

(22.9%), 여성은 779명(23.0%), 대조군에서 남성은 1,938명(77.1%), 여성

칠 수 있는 항목을 보정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은 2,602명(77%)이었다.

logistic regression analyses)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통계분석은

남성의 경우 우울증군과 대조군의 일반적인 특성을 비교하였을

SPSS ver. 18.0 (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때 연령,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조사 항목별로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모든 분석에서 통

며, 혈액지표인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총 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

계적 유의성은 유의수준 P-value <0.05을 기준으로 검정하였다.

테롤, 중성지방, 저밀도 콜레스테롤, 헤모글로빈도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Table 1).
여성의 경우 우울증 군과 대조군을 비교하였을 때 일반적인 특성
중 연령이 각각 55.010±19.352세와 50.920±16.387세로 우울증군이 유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Variable

Male (n=2,516)
PHQ-9<10 (n=1,938)

PHQ-9≥10 (n=578)

P-value

52.060±16.554

51.090±17.180

0.180

Age (y)
Height (cm)

169.690±6.751

169.090±7.434

0.180

Weight (kg)

69.740±11.201

69.080±12.223

0.110

BMI (kg/m2)

24.170±3.236

24.070±3.361

0.760

FBS (mg/dL)

102.620±23.252

105.150±24.359

0.170

HbA1c (%)

5.840±0.854

5.880±0.847

0.650

Total cholesterol (mg/dL)

186.140±34.445

189.410±33.457

0.510

HDL-cholesterol (mg/dL)

48.610±11.458

48.830±11.722

0.900

Triglyceride (mg/dL)

161.150±125.432

178.610±134.847

0.150

LDL-cholesterol (mg/dL)

114.810±34.670

115.930±31.195

0.140

15.210±1.241

15.310±1.237

0.800

Hemoglobin (g/dL)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PHQ,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BMI, body mass index; FBS, fasting blood sugar; HDL, high-density lipoprotein; LDL, low-density lipoprotein.
P-value was taken by t-test after adjusting age, height, weight.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Variable
Age (y)

Female (n=3,381)
PHQ-9<10 (n=2,602)
50.920±16.387

PHQ-9≥10 (n=779)

P-value

55.010±19.352

<0.001

Height (cm)

156.700±6.497

155.280±7.640

<0.001

Weight (kg)

57.330±8.668

56.180±9.388

<0.001

BMI (kg/m2)

23.370±3.412

23.310±3.552

0.080

FBS (mg/dL)

97.630±21.938

100.640±28.580

0.003

HbA1c (%)

5.730±0.738

5.790±0.809

0.150

Total cholesterol (mg/dL)

188.320±34.453

189.100±35.291

0.700

HDL-cholesterol (mg/dL)

55.650±12.550

55.450±12.721

0.910

Triglyceride (mg/dL)

114.080±79.748

121.320±80.849

0.270

LDL-cholesterol (mg/dL)

119.210±31.733

121.120±33.032

0.770

13.180±1.068

13.140±1.062

0.640

Hemoglobin (g/dL)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PHQ,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BMI, body mass index; FBS, fasting blood sugar; HDL, high-density lipoprotein; LDL, low-density lipoprotein.
P-value was taken by t-test after adjusting age, height,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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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게 높은 수치를 보였고(P=0.000), 신장이 각각 155.280±7.640 cm

비교하였을 때 공복혈당이 각각 100.640±28.580 mg/dL와 97.630±

와 156.700±6.497 cm로 우울증군에서 유의하게 낮은 수치를 보였으

21.938 mg/dL로 우울증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수치를 보였다(P=

며(P=0.000), 체중이 각각 56.180±9.388 kg와 57.330±8.668 kg로 우울

0.003). 이외의 혈액지표인 당화혈색소, 총 콜레스테롤, 고밀도콜레스

증군이 유의하게 낮은 수치를 보였다(P=0.001). 이외에 체질량지수

테롤, 중성지방, 저밀도 콜레스테롤, 헤모글로빈은 유의한 차이를 보

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우울증군과 대조군의 혈액지표를

이지 않았다(Table 2).

Table 3. Comparison of dietary intake between depression group and control group
Variable

Male (n=2,516)
PHQ-9<10 (n=1,938)

PHQ-9≥10 (n=578)

P-value

Protein (g)

81.430±42.892

76.880±44.047

0.490

Lipid (g)

49.350±39.200

47.620±37.099

0.950

N-3 fatty acid (g)

1.831±1.950

1.680±1.813

0.670

N-6 fatty acid (g)

10.800±9.670

10.320±8.743

0.720

8.590±5.805

7.570±5.086

0.300

542.850±335.782

494.660±304.214

0.710

1,236.490±552.767

1,158.690±581.966

0.240

Fiber (g)
Calcium (mg)
Phosphorus (mg)
Fe (mg)

21.740±84.711

17.880±10.001

0.460

Sodium (mg)

4,627.250±3,465.266

4,556.650±3,216.868

0.160

Potassium (mg)

3,424.190±1,711.146

3,152.530±1,654.116

0.800

839.660±1,083.380

820.800±1,230.422

0.240

4,117.320±4,995.307

4,185.870±6,737.886

0.020

135.840±646.796

106.500±290.788

0.220

Thiamine (μg)

2.310±1.123

2.230±1.387

0.050

Riboflavin (mg)

1.520±0.891

1.460±0.996

0.050

18.640±10.133

17.610±10.105

0.610

104.430±113.099

92.980±108.278

0.150

16.100±5.687

0.060

Vitamin A (μgRE)
Carotene (μg)
Retinol (μg)

Niacin (mg)
Vitamin C (mg)
Vitamin D

17.360±6.736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P-value was taken by t-test.

Table 4. Comparison of dietary intake between depression group and control group
Variable

Female (n=3,381)
PHQ-9<10 (n=2,602)

PHQ-9≥10 (n=779)

P-value

Protein (g)

60.210±31.121

53.140±29.857

0.770

Lipid (g)

37.040±28.766

32.240±28.218

0.610

N-3 fatty acid (g)

1.470±1.668

1.270±1.788

0.160

N-6 fatty acid (g)

8.450±8.186

7.140±6.854

0.080

7.590±6.947

6.370±5.038

0.010

Calcium (mg)

Fiber (g)

453.250±290.964

391.380±255.243

0.150

Phosphorus (mg)

966.280±455.707

854.670±451.188

0.910

15.900±10.040

14.590±11.978

0.290

Fe (mg)
Sodium (mg)

3,379.640±2,464.325

3,115.430±2,509.067

0.420

Potassium (mg)

2,901.060±1,705.512

2,532.780±1,571.319

0.850

Vitamin A (μgRE)
Carotene (μg)
Retinol (μg)
Thiamine (μg)
Riboflavin (mg)
Niacin (mg)
Vitamin C (mg)
Vitamin D

616.680±811.506

0.080

3,771.710±6,380.924

740.470±1,105.752

3,184.240±4,479.567

0.080

89.730±228.515

73.160±273.866

0.510

1.800±0.863

1.590±0.879

0.590

1.210±0.699

1.060±0.734

0.200

14.370±7.687

12.530±7.552

0.670

116.120±142.491
15.480±6.538

95.920±114.454

0.020

15.220±5.822

0.45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P-value was taken by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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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2. 우울증 군과 대조군의 영양소 섭취 비교

남성의 경우 우울증 군과 대조군의 영양소 섭취를 비교하였을 때
카로틴 섭취량이 각각 4,185.870±6,737.886 μg와 4,117.320±4,995.307 μg

본 연구는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PHQ-9

로 우울증 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수치를 보였다(P=0.023). 이외에 단

에 의해 우울증으로 분류된 사람에서 영양소 섭취와 우울증의 연

백질, 지질, n-3계 지방산, n-6계 지방산, 섬유소, 칼슘, 인, 철, 나트륨,

관성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PHQ-9를 이용한 우울증 유병

칼륨, 비타민A, 레티놀,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비타민 C 섭취량

률은 남성 22.9%, 여성 23.0%로, 우리나라에서 매 5년마다 시행하는

에서는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정신질환 실태조사의 우울증 유병률 남성 4.3%, 여성 9.2% (2011년),

여성의 경우 우울증 군과 대조군의 영양소 섭취를 비교하였을 때

남성 3.3%, 여성 6.9% (2016년)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이 같은 우울증

섬유소 섭취량이 각각 6.370±5.038 g와 7.590±6.947 g로 우울증 군에

유병률에서의 차이는 우울증의 선별에 이용된 도구가 다르기 때문

서 유의하게 낮았으며(P=0.015), 비타민 C 섭취량이 각각 95.920±

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나라의 정신질환 실태조사는 한국어판

114.454 mg와 116.120±142.491 mg로 우울증 군에서 유의하게 낮은 수

CIDI (Korean version of the Composite International Diagnostic Inter-

치를 보였다(P=0.020). 이외의 단백질, 지질, n-3계 지방산, n-6계 지방

view)를 이용하며, CIDI에서는 진단별로 경험한 증상을 질문하고,

산, 칼슘, 인, 철, 나트륨, 칼륨, 비타민A, 카로틴, 레티놀, 티아민, 리보

각 문항에 대한 답을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진단을 내리며, DSM-IV

플라빈, 니아신 섭취량은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4).

에 따른 진단을 내린다.11)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소득, 교육수준, 만성질환의 유무, 신체활

본 연구 결과 남성에서는 우울증 군과 대조군 간에 카로틴을 제외

동 등 우울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포함시켜 통계적으로

한 영양소 섭취량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여성에서는 특정 영양소

보정한 후에는 우울증과 영양소섭취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Ta-

섭취량에서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성의 경우 우울증 군

ble 5).

과 대조군 간의 단백질, 지질, n-3계 지방산, n-6계 지방산, 칼슘, 인,

Table 5. Results of multinomial logistic analyses relation of dietary intake and depression
Variable

Male (n= 2,516)

Female (n=3,381)

β

OR

95% CI

P-value

β

OR

95% CI

P-value

Income

-0.001

0.999

[0.996, 1.001]

0.238

-0.001

0.999

[0.998, 1.000]

0.182

Education

-0.298

0.742

[0.494, 1.117]

0.153

-0.197

0.821

[0.618, 1.092]

0.176

0.693

1.999

[0.554, 7.208]

0.290

-0.032

0.968

[0.394, 2.379]

0.944

Arthritis

-0.280

0.756

[0.065, 8.801]

0.823

-0.239

0.788

[0.324, 1.917]

0.599

Diabetes

0.276

1.318

[0.661, 2.627]

0.433

0.040

1.041

[0.650, 1.667]

0.868

Limitation of activity

2.533

12.590

[3.790, 41.816]

0.000

1.942

6.970

[3.383, 14.359]

0.000

Protein (g)

-0.003

0.997

[0.966, 1.029]

0.847

-0.002

0.998

[0.973, 1.024]

0.874

Lipid (g)

-0.020

0.980

[0.951, 1.010]

0.187

0.020

1.020

[1.001, 1.039]

0.035

N-3 fatty acid (g)

0.210

1.234

[0.087, 1.888]

0.332

-0.204

0.815

[0.571, 1.165]

0.261

N-6 fatty acid (g)

0.072

1.074

[0.957, 1.206]

0.224

-0.036

0.964

[0.890, 1.045]

0.373

-0.141

0.868

[0.689, 1.095]

0.232

-0.035

0.966

[0.883, 1.056]

0.445

Calcium (mg)

0.002

1.002

[1.000, 1.004]

0.060

0.000

1.000

[0.998, 1.002]

0.826

Phosphorus (mg)

0.002

1.002

[0.999, 1.004]

0.205

0.001

1.001

[0.999, 1.003]

0.290

-0.113

0.893

[0.802, 0.995]

0.040

-0.064

0.938

[0.884, 0.996]

0.038

0.000

1.000

[1.000, 1.000]

0.572

0.000

1.000

[1.000, 1.000]

0.453

-0.001

0.999

[0.998, 1.000]

0.130

0.000

1.000

[1.000, 1.000]

0.863

Vitamin A (μgRE)

0.002

1.002

[0.999, 1.006]

0.205

0.001

1.001

[0.999, 1.004]

1.001

Carotene (μg)

0.000

1.000

[0.999, 1.000]

0.276

0.000

1.000

[0.999, 1.000]

0.397

-0.003

0.997

[0.992, 1.001]

0.183

-0.007

0.993

[0.987, 0.999]

0.021

1.082

2.952

[1.274, 6.840]

0.012

-0.175

0.840

[0.501, 1.408]

0.508

-0.536

0.585

[0.187, 1.827]

0.356

0.644

1.903

[0.976, 3.713]

0.059

Niacin (mg)

0.011

1.011

[0.939, 1.088]

0.778

-0.030

0.971

[0.903, 1.043]

0.417

Vitamin C (mg)

0.001

0.999

[0.990, 1.007]

0.772

-0.001

0.999

[0.996, 1.003]

0.729

-0.116

0.891

[0.812, 0.977]

0.014

-0.017

0.983

[0.939, 1.028]

0.454

Hypertension

Fiber (g)

Fe (mg)
Sodium (mg)
Potassium (mg)

Retinol (μg)
Thiamine (μg)
Riboflavin (mg)

Vitamin D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P-value was taken by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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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나트륨, 칼륨, 비타민A, 카로틴, 레티놀,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

찰 연구에서 비타민 C 섭취와 우울증은 관계가 없음을 보였으며,14)

신 섭취량에서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우울증 군이 정

중국에서 시행한 Woo 등21)의 연구에서도 비타민 C섭취와 우울증간

상 군에 비해 섬유소와 비타민 C를 유의한 수준으로 낮게 섭취하고

의 상관 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보였다.

있었다. 그러나 소득, 교육수준, 만성질환의 유무, 신체활동 등의 우

식이 섬유 섭취와 우울증은 여러 가지 기전을 통해 연관되어 있

울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포함한 통계보정 후 남성과

다. 장내 미생물 조성의 변화는 뇌와 장내미생물간의 양방향 상호작

여성 모두에서 우울증과 영양소섭취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음을 보

용을 함으로써 기분, 통증, 인지와 관련된 행동의 변화와 매우 관련

였다.

이 깊다. 세로토닌(serotonin)은 장내미생물-뇌-위장관 축(microbi-

현재 비타민 C 또한 우울증과 관련이 있다는 다양한 연구들이 나

ome-brain-gut axis)의 양쪽 말단에서 중요한 신경전달물질로 작용한

오고 있다. Khanzode 등 의 연구에서 주요우울장애환자에서 감소

다. 여태까지의 여러 연구들에서 장내미생물이 이 축의 정상기능의

된 혈청 비타민 C 농도를 보였고, 이미 여러 연구에서 비타민 D와 우

조절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게 밝혀졌다. 특히 장내 미생물이 숙

울증 및 인지기능과의 관련성을 발표해왔다.13,14) 본 연구의 여성에서

주의 kynurenine pathway를 통해서 세로토닌의 전구물질인 트립토

나온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정신질환으로 입원중

판(tryptophan)대사에 영향을 준다.22) 또 장내 미생물은 면역작용을

인 환자에서 건강성인에 비해 낮은 혈장 비타민 C 농도를 보였으며,

하며 스트레스에 반응을 보이는 효소들이 있는 kynurenine pathway

비슷한 식이를 섭취한 많은 환자들에서 혈장 비타민 C의 변화가 나

를 조절함과 동시에 세로토닌을 합성할 수 있는 부분을 감소시키고,

이와 무관함을 보여 나이에 따른 혈장 비타민 C의 변화는 식이의 차

신경자극성 대사물들의 생산을 증가시킨다.22) 이러한 과정 등을 통

이를 반영함을 시사하였다.15) 최근 노인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해 장내 미생물에 의해 조절되는 행동과 온전한 serotonergic neuro-

적정 수준 이하의 혈중 비타민 C 농도를 보이는 군에서 혈중 비타민

transmission에 의존하는 행동들 간에 실질적인 교차점이 있어서 장

C 농도가 정상인 군에 비해 우울증 증상이 증가했다는 결과를 보였

내 미생물총의 다양성과 안정성이 감소될 때에는 세로토닌과 관련

으며, 비슷한 결과로 일본에서 시행한 연구에서도 비타민 C를 식

된 우울증 등의 건강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22) 장의 미생물총은 우리

이로 더 많이 섭취한 노인 인구군에서 우울증 증상이 더 낮았음을

가 섭취하는 식이 중 올리고당(non-digestible oligosaccharides)과 섬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란변수 보정 전에는 여성에서 비타민 C농

유소를 발효하여 단쇄지방산(short chain fatty acid), acetate, propio-

도가 우울증 군에 비해 대조군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다른 연

nate 및 butyrate 등을 생산한다.23) 이 중 단쇄지방산이 대장 내강의

구결과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보정 후에는 의미가 없는 것으

산도(pH)를 낮추어 병원균의 성장을 억제하며 유익한 균종의 활성

로 나왔다. 비타민 C는 catecholaminergic activity를 조절하고, 스트레

에 도움을 줌으로써 식이섬유(prebiotics)가 장내 미생물의 조성을 크

스 반응성과 anxiety와 prolactin 분비를 감소시키고, vascular func-

게 변화시켜23) 우울증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 일본에서 19–69세의

tion을 향상시키며, oxytocin release 분비를 증가시킨다. 이런 과정들

1,977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식이섬유를 더 많이 섭

은 기분과 관련이 있으며, 건강한 젊은 성인에서 Beck Depression In-

취하는 군에서 더 낮은 빈도의 우울증 증상을 보였으며,24) 중국에서

ventory의 점수를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보였다.17) 비타민 C의 항우울

3,394명의 지역사회 거주 노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도 식

제와 같은 특성들은 여러 임상연구들에서 보여주고 있다. 한 연구에

이섬유 섭취와 우울증 증상간의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21) 하지만

서 높은 IV용량(50 mg/kg/d)의 비타민 C를 투여한 소아에서 adreno-

이에 반해 일본의 지역사회 거주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corticotropic hormone-induced depression을 완화시켰으며, 최근의

연구에서는 식이섬유 섭취와 우울증 증상간의 상관관계가 없음을

다른 연구에서 비타민 C의 투여로 쥐에서 급∙만성스트레스에 의해

보이는 연구도 있었다.13)

12)

16)

13)

18)

유발되는 우울증과 유사한 행동이 호전됨을 보였다.19) 또 고용량의

본 연구에서는 여성에서 교란변수에 대한 보정 전에는 식이섬유

비타민 C가 실험실동물에서 스트레스 지수들을 낮췄다는 연구를

와 비타민 C 농도가 우울증 군에 비해 대조군에서 높게 나타나 일부

기반으로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고용량 비타민 C를 경구 투여한

영양소와 우울증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보정 후에

실험에서 실험 끝에 측정한 혈청 비타민 C의 농도가 스트레스 반응

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영

에 대한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의 감소, 주관적 스트레스 감소효과,

양소와 우울증간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결론들이 있다. 비타민 B군

높아진 침 속의 코티졸 농도회복과 관계가 있어 고용량의 비타민 C

특히, 엽산(folate, vitamin B-9), 리보플라빈(riboflavin, vitamin B-2), 피

투여가 주관적, 심혈관계, 신경내분비를 통한 신체의 스트레스에 대

리독신(pyridoxine, vitamin B-6), 코발라민(cobalamin, vitamin B-12)

20)

한 보호효과가 있을 것으로 고려되었다. 하지만 한 체계적 문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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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되어 이들의 낮은 혈중 농도가 우울증상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25,26)

결과가 있었으나,

요약

일본에서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

타민 B군(엽산, 리보플라빈, 피리독신, 코발라민)의 섭취가 우울증과

연구배경: 많은 연구들이 각각의 영양성분과 우울증의 관계를 평

관련이 없음을 보였다. 또 n-3계 지방산의 섭취가 많을수록 우울증

가해왔으나, 한국판 우울증 선별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

27)

의 발생이 낮았음을 보여 우울증과 지방산 섭취가 관계가 있음을

PHQ-9)에 의해 진단된 우울증에 대한 식이섭취의 영향은 거의 평가

보이는 연구들이 있었던 반면, Hakkarainen 등 의 핀란드 성인남성

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식이섭취와 PHQ-9에 의해 진단된 우울증과

29,133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는 n-3계 지방산의 섭취와 우

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울증과 관계가 없음을 보였다.

방법: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

28)

29)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에서 우울증으

tion Examination Survey) 제6기 2차(2014년)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로 판정된 군은 자기보고형 설문지를 이용하여 파악되었기 때문에

대상은 만 20세 이상에서 60세 이하의 성인 중 PHQ-9에 응답한

설문 참여자가 우울증 진단을 받은 기왕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우울

5,897명이며, 이들은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각각의 군은 PHQ-9에

증 군에서 누락되었을 수 있다. 둘째, 참여자의 기억에 의한 설문조

의해 진단된 우울증 군과 대조군으로 분류하였다. 식이섭취는 24시

사연구이므로 회상 삐뚤림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연구의 대상자선

간 회상법을 이용하였다. 각군의 식이섭취와 우울증과의 관계를 평

정시 본 연구에 이용되는 변수들에서 누락된 바가 없는 참여자만을

가하였다.

표본으로 추출하였기 때문에 결과의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다. 넷째,

결과: 남성에서는 우울증 군과 대조군 모두 카로틴을 제외한 식이섭

단면연구이므로 우울증과 영양소 섭취상태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취가 우울증과 관련이 없었다. 반면 여성에서는 우울증 군이 대조군

어렵다. 우울증과 영양소 섭취상태의 연관성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

에 비해 낮은 섬유소와 비타민 C 섭취를 보였다(섬유소 P=0.015, 비

해서는 향후 이런 점들이 보완되어 대규모 전향적 연구가 필요할 것

타민 C P=0.020).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다른 영양소들의 식이섭취가

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국인을 대표할 수 있

우울증 군과 대조군 간의 차이가 없었다.

는 대규모 표본 자료를 이용하여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PHQ-9를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여성에서 섬유소와 비타민 C의 낮은 식이섭취

이용해 진단한 우울증과 영양소 섭취상태의 관계를 분석한 국내 첫

는 우울증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들은 여성에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섬유소와 비타민 C를 포함한 식이요법은 우울증의 예방과 감소에

우울증치료에서 약물요법과 더불어 영양학적 개입 및 보조요법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결론은 내려지
지 않았고 국내의 대규모 연구도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를 실시하였

중심단어: 우울증; 우울증 선별도구; 식이섭취; 섬유소; 비타민 C

고 그 결과 20–65세 여성군 중 우울증 군에서 비타민 C와 식이섬유
소의 섭취가 낮은 것이 관찰되었었으나, 사회환경적인 요인들(소득,

ORCID

교육, 만성질환 여부, 신체활동 제한 여부 등)을 보정한 후 에는 우울
증과 식이섭취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더하여

한아름, http://orcid.org/0000-0002-6509-7953

영양소의 섭취와 우울증의 연관성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대규모 연
구가 이루어진다면 우울증에 대한 영양소의 역할에 대해 다른 결론
이 나올 수 있고, 이는 우울증 환자나 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영양개
선 질병완화 프로그램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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