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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에서 비타민 D 및 알레르기질환과 백내장의 연관성
전영호, 송영민*
군산의료원 가정의학과

Association between Vitamin D and Allergic Disease and Cataract in Korean Adults
Youngho Jeon, Youngmin Song*
Department of Familial Medicine, Gunsan Medical Center, Gunsan, Korea

Background: “Vitamin D hypothesis” is a recently suggested theory that the allergic diseases caused by immunodeficiency develop due to Vitamin D
deficiency. Moreover, vitamin D is reportedly associated with cataracts, a complication of atopic dermatitis. Despite this association of vitamin D with
allergic diseases and cataracts, there is little research on the association between these two diseases. Therefore, we aim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llergic diseases and cataracts.
Methods: We used data from the 2010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and measured 25-hydroxyvitamin D (25(OH)D) levels by performing
blood test. Data on individual characteristics were obtained using self-reported questionnaires, interviews, and physical examination. Those with
insufficient data pertaining to blood tests and questionnaires, medical history, and physical examination were exclud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allergic diseases (and related factors) and cataracts.
Results: We found that allergic rhinitis, IgE, and vitamin D were associated with cataracts. However, atopic dermatitis, asthma, and Zn were not
associated with cataracts.
Conclusion: The prevalence of cataract in was greater among Korean adults with no allergic rhinitis and those with higher serum IgE and vitamin D
levels.
Keywords: Allergy; Cataract; Vitamin D; Adults

서론

비염, 천식으로 이행되기도 한다.2) 아토피피부염의 치료는 악화 요인
의 회피와 장벽기능의 회복을 위한 관리를 기본으로 급성악화기에

현대사회에서 알레르기 질환의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

국소 항염증제를 도포하여 감염을 조절하고 증상에 따라 전신적 치

고 대표적인 질환으로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 천식이 있다. 이

료를 고려하기도 한다.3) 이처럼 아토피피부염은 만성질환으로 장기

중 아토피피부염은 영아기와 유아기에 보이는 흔한 만성 재발성 피

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며 핵심 치료제인 스테로이드 사용에 대한

부 질환으로 세계적으로 소아의 10%–20%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천

부정적인 인식으로 대체의학이나 영양소의 관리에 관심이 높아지고

식, 알레르기비염, 음식알레르기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흔하게 나타

있다.4) 이와 관련하여 최근 알레르기질환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

난다.1) 영유아기 아토피피부염은 중증도가 높은 경우 식품알레르기

고 있는 원인이 비타민 D의 부족에 의한 면역장애 때문이라는 “비

의 동반 가능성이 높고 학령기에 이르면 일부 환자들에서 알레르기

타민 D 가설”이 일부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5) 비타민 D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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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면역과 후천면역 모두에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비타

방법

민 D는 CD4+ T 세포를 Th2 반응으로 유도하여 IL-4, IL-5, IL-10의
생산을 증가시키지만 이와 반대로 조절 T 세포로 유도하여 알레르

1. 연구 대상

기 반응을 억제한다는 연구도 있다. 최근 실험 연구에서 비타민 D

본 연구는 2010–2012년도 시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자료

의 비만세포에 대한 영향도 규명되었다. 비타민 D의 투여는 마우스

중에서 2010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자료는 해당 기관에 자료 사

와 인체의 비만 세포에서 IgE 매개 비만 세포 유래의 염증과 혈관확

용을 요청하여 승인을 거쳐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였다. 국민건강영

6)

7)

장 매개체의 생성을 억제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토피피부염환

양조사는 국민의 건강수준, 건강관련 의식 및 행태, 식품 및 영양섭

자에서 비타민 D에 대한 효과는 대규모의 메타 분석에서 명확한 효

취실태에 대한 국가 및 시, 도 단위의 통계를 산출하는 것을 목적으

과가 증명되지 않았으며 상충된 결과를 보고한 일부 연구들도 있

로 매년 조사되는 자료이다. 통계자료는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의

4)

목표설정 및 평가,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 보건 정책 수립 및 평

한편, 백내장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이 중 가장 중요한 원인

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와

은 자외선 노출이다. 아토피피부염의 합병증의 하나로 알려진 백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0년도에 시행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장과 비타민 D의 연관성에 대한 여러 논문이 발표되었다. 논문들에

이용한 단면연구이다. 조사 대상 8,958명 중 비타민 D, IgE, Zn, 백내

서는 비타민 D가 낮을수록 백내장의 유병률도 낮다는 결과를 보이

장이 조사 누락된 4,678명을 제외한 4,280명에서 19세 미만인 2,218

지만8) 또 다른 연구결과에서는 비타민 D와 백내장은 상관성을 보이

명과 조사표 작성이 누락된 187명을 제외한 1,875명을 대상자로 선

지 않거나 특정한 나이에만 상관성을 보인다는 결과도 나타났다.9)

정하였다(Figure 1).

다.

알레르기 질환과 백내장 모두 비타민 D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결
과가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비타민 D라는 공통 변수를 가지고 있

2. 연구 방법

다. 하지만 이 두 질환에 대한 연관성을 비타민 D와 함께 연구한 논

연구의 자료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건강검진과 건강의식행태

문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5기 국민건강영양조

조사 설문지를 통해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변수들에 대

사 중 2010년 자료를 토대로 성인에서 알레르기질환과 백내장의 연

해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혈중 비타민 D의 농도는 25-hydroxyvitamin D(25[OH]D)의 형태로

관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Enrollment

Assessed for eligibility
(n=8,958)
Inclusion criteria
Subjects who had serum
total IgE, Zn, Vitamin D and
cataract performed
n=4,280
Exclusion criteria

Subjects under the age of 19
(n=2,218)
n=2,062
Subjects who have missing data
(n=187)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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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ed
(n=1,875)

Figure 1. Flowchart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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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subject (n=1,875)
Character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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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Value

Sex

Characteristic

Value

Cataract

Male

924 (49.3)

Yes

421 (22.5)

Female

951 (50.7)

No

1,454 (77.5)

Age (y)

Serum total IgE (kU/L)

19–30

404 (21.5)

<100

1,042 (55.6)

31–40

385 (20.5)

≥100

833 (44.4)

41–50

363 (19.4)

51–60

375 (20.0)

<120

557 (29.7)

61–70

300 (16.0)

≥120

1,318 (70.3)

>71

48 (2.6)

Serum Zn (ug/dL)

Vitamin D (ng/mL)
<15

679 (36.2)

Low

301 (16.1)

15–20

581 (31.0)

Middle low

506 (27.0)

≥20

615 (32.8)

Middle high

525 (28.0)

High

543 (29.0)

Monthly family income (quartile)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Education
<Middle school

342 (18.2)

Middle school

197 (10.5)

High school

690 (36.8)

>High school

646 (34.5)

Residence area
Urban
Rural

방사면역측정법(Radioimmunoassay)으로 측정하였다. 혈중 비타민 D
는 25(OH)D와 1,25-dihydroxycholecalciferol (1,25[OH]D) 형태로 존재
하는데 체내에서 생성되거나 음식물로 섭취한 비타민 D의 총체적인

1,499 (79.9)

상태를 나타내는 25(OH)D는 대부분 비타민 D 결합 단백질과 결합

376 (20.1)

하여 순환하고 반감기는 2주인 반면, 1,25(OH)D는 비타민 D 부족

Residential type
846 (45.1)

이 있더라도 정상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1,029 (54.9)

적인 체내 비타민 D 상태의 측정은 25(OH)D로 측정하였다.10-12) 비타

Yes

1,663 (88.7)

민 D의 적절한 농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No

212 (11.3)

기존 연구논문들의 기준을 참고하여 비타민 D의 농도를 Deficiency

Apartment
House
Drinking

Smoking
Yes

479 (25.5)

(15 ng/mL 미만), Relative insufficiency (15–20 ng/mL), Sufficiency (20

No

1,396 (74.5)

ng/mL 이상)의 세 개 군으로 층화해 분석하였다.13,14) 아토피피부염

Body mass index (kg/m2)
<23

859 (45.8)

및 천식, 알레르기비염, 백내장의 진단 기준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23–25

419 (22.3)

≥25

597 (31.8)

자기 기입식 건강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과거

Menopause (only female)
Yes

398 (41.9)

No

553 (58.1)

Female hormone therapy (only female)
Yes

90 (9.5)

No

861 (90.5)

Daily sunlight exposure times
<2 hours

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성별, 연령, 거주형태, 가구소득, 교육수준, 음주, 흡연,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BMI), 폐경 여부 등이 포함되었다. BMI는 체중(kg)
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누어 계산하였고, 23 kg/m2을 정상, 23–25

kg/m2을 과체중, 25 kg/m2 이상을 비만으로 나눠 세 개 군으로 분류

1,137 (60.6)

하였다. 폐경 여부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설문한 월경 여부 변수

2–5 hours

500 (26.7)

>5 hours

238 (12.7)

에서 월경을 하지 않는 답변자를 폐경으로 판단하였다. 혈중 Zn와

IgE는 기존 연구들의 기준을 참고해 Zn는 120 ug/dL 기준으로15,16)

Allergic rhinitis
Yes

283 (15.1)

No

1,592 (84.9)

IgE는 100 kU/L 기준으로17)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Atopic dermatitis
Yes
No

57 (3.0)
1,818 (97.0)

Asthma
Yes
No

Korean J Fam Pract. 2020;10(3):223-230

51 (2.7)
1,824 (97.3)

3. 통계분석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 20.0 (IBM Co.,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다. 연구집단의 비타민 D 그룹과 알레르기질환 및
백내장, 성별, IgE, Zn 등과의 상관성을 교차분석하기 위해 피어슨
www.kjf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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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ssociation between vitamin D levels and each characteristics (n=1,875)
Vitamin D
Characteristic

Deficiency
(<15 ng/mL)

Relative insufficiency
(15–20 ng/mL)

Sufficiency
(≥20 ng/mL)

Male

244 (35.9)

300 (51.6)

380 (61.8)

Female

435 (64.1)

281 (48.4)

235 (38.2)

19–30

192 (28.3)

122 (21.0)

90 (14.6)

31–40

152 (22.4)

128 (22.0)

105 (17.1)

41–50

127 (18.7)

119 (20.5)

117 (19.0)

51–60

101 (14.9)

115 (19.8)

159 (25.9)

61–70

91 (13.4)

82 (14.1)

127 (20.7)

>71

16 (2.4)

15 (2.6)

17 (2.8)

107 (15.8)

88 (15.1)

106 (17.2)

<0.001

Sex

<0.001

Age (y)

Monthly family income (quartile)
Low

0.157

Middle low

179 (26.4)

153 (26.3)

174 (28.3)

Middle high

211 (31.1)

150 (25.8)

164 (26.7)

High

182 (26.8)

190 (32.7)

171 (27.8)

111 (16.3)

93 (16.0)

138 (22.4)

<0.001

Education
<Middle school
Middle school

52 (7.7)

64 (11.0)

81 (13.2)

High school

252 (37.1)

208 (35.8)

230 (37.4)

>High school

264 (38.9)

216 (37.2)

166 (27.0)

Urban

574 (84.5)

473 (81.4)

452 (73.5)

Rural

105 (15.5)

108 (18.6)

163 (26.5)

Apartment

332 (48.9)

284 (48.9)

230 (37.4)

House

347 (51.1)

297 (51.1)

385 (62.6)

Yes

593 (87.3)

528 (90.9)

542 (88.1)

No

86 (12.7)

53 (9.1)

73 (11.9)

Yes

145 (21.4)

150 (25.8)

184 (29.9)

No

534 (78.6)

431 (74.2)

431 (70.1)

356 (52.4)

240 (41.3)

263 (42.8)

23–25

134 (19.7)

141 (24.3)

144 (23.4)

≥25

189 (27.8)

200 (34.4)

208 (33.8)

Yes

148 (34.0)

116 (41.3)

134 (57.0)

No

287 (66.0)

165 (58.7)

101 (43.0)

Yes

20 (4.6)

23 (8.2)

47 (20.0)

No

415 (95.4)

258 (91.8)

188 (80.0)

<2 hours

449 (66.1)

360 (62.0)

328 (53.3)

2–5 hours

170 (25.0)

147 (25.3)

183 (29.8)

>5 hours

60 (8.8)

74 (12.7)

104 (16.9)

Yes

115 (16.9)

89 (15.3)

79 (12.8)

No

564 (83.1)

492 (84.7)

536 (87.2)

Yes

26 (3.8)

19 (3.3)

12 (2.0)

No

653 (96.2)

562 (96.7)

603 (98.0)

<0.001

Residence area

<0.001

Residential type

Drinking

0.122

Smoking

0.002

<0.001

Body mass index (kg/m2)
<23

<0.001

Menopause (only female)

<0.001

Female hormone therapy (only female)

<0.001

Daily sunlight exposure times

Allergic rhinitis

0.120

Atopic dermat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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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4

Korean J Fam Pract. 2020;10(3):223-230

KJFP

전영호, 송영민. 성인에서 비타민 D 및 알레르기질환과 백내장의 연관성

Korean Journal of Family Practice

Table 2. Continued
Vitamin D
Characteristic

Deficiency
(<15 ng/mL)

Relative insufficiency
(15–20 ng/mL)

Sufficiency
(≥20 ng/mL)

Yes

12 (1.8)

20 (3.4)

19 (3.1)

No

667 (98.2)

561 (96.6)

596 (96.9)

Yes

118 (17.4)

130 (22.4)

173 (28.1)

No

561 (82.6)

451 (77.6)

442 (71.9)

<100

406 (59.8)

324 (55.8)

312 (50.7)

≥100

273 (40.2)

257 (44.2)

303 (49.3)

<120

254 (37.4)

151 (26.0)

152 (24.7)

≥120

425 (62.6)

430 (74.0)

463 (75.3)

Asthma

P-value
0.150

<0.001

Cataract

Serum total IgE (kU/L)

0.005

<0.001

Serum Zn (ug/dL)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P-value by chi-square test.

카이제곱 검정법(Pearson chi-square test)을 사용하였다. 백내장과 알

2. 비타민 D와 각 변수들과의 상관분석

레르기질환 및 비타민 D, IgE, Zn 수치와의 연관성을 관찰하고자 로

비타민 D를 세 그룹으로 나눠 각 변수들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교차비

(Table 2). 성별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비타민 D 농도가 높은 사람

(odds ratio) 및 해당 교차비의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을 산

이 많았다(P<0.001). 연령별에서는 40세 이상이 40세 미만보다 비타

출하고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 통계적으로 의미 있다고 판단하였

민 D 농도가 높은 경향을 나타냈고(P<0.001), 소득에서는 유의한 차

다.

이를 보이지 않았다(P=0.157). 교육수준 변수에서 고졸 이상은 비타
민 D 농도가 낮은 비율이 많았고 이에 반해 중졸 이하에서는 비타

결과

민 D 농도가 높은 비율이 많았다(P<0.001). 거주 지역별로는 도시에
서 비타민 D 결핍 비율이 높았고 농촌에서는 비타민 D 충분 비율이

1. 연구 대상자들의 특성

높았다(P<0.001), 거주 유형에서는 아파트가 주택에 비해 비타민 D

연구 대상자 1,875명 중 남성은 924명 49.3%, 여성은 951명 50.7%

농도가 낮았다(P<0.001). 음주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흡연,

로 균등한 분포를 보였다. 연령 분포에서 19세–30세 사이가 404명

BMI, 폐경, 호르몬 치료, 햇볕 노출 시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1.5%)으로 가장 많았고, 71세 이상이 48명(2.6%)으로 가장 적었다.

(P<0.001). 알레르기 질환에서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피부염, 천식 모

소득에서는 4분위가 543명(29.0%)이었고 1분위가 301명(16.1%)이었

두에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120, P=0.134, P=0.150). 반

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가 1,336명(71.3%)이었고

면 백내장에서는 비타민 D 농도가 높은 군일수록 백내장의 빈도가

중학교 졸업 미만은 342명(18.2%)이었다. 거주 지역은 도시가 1,499

높아졌으며(P<0.001), IgE 그룹과 Zn 그룹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

명(79.9%), 농촌이 376명(20.1%)으로 나타났다. 거주 유형에서는 아

다(P=0.005, P<0.001).

파트(45.1%)보다는 주택(54.9%)의 비율이 높았다. 대다수가 음주를
하고 있었고 흡연자는 479명(25.5%)이었다. BMI에 근거한 비만 비율

3. 백내장 유무와 각 변수들과의 상관분석

은 597명(31.8%)이었다. 총 951명의 여성 중 398명(41.9%)이 폐경이었

백내장 유무에 따라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Table

고 호르몬 치료를 받는 대상자는 9.5%였다. 하루 중 햇볕 노출 시간

3). 성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연령, 소득, 교육수준, 거주

은 과반수 이상이 2시간 이하라고 답했고 알레르기질환을 진단받

지역, 거주 유형, 음주, 흡연, BMI, 폐경, 호르몬 치료, 햇볕 노출 시

은 대상자는 알레르기 비염이 283명(15.1%), 아토피피부염이 57명

간 변수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5). 알레르기 질환에서

(3.0%), 천식이 51명(2.7%)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중 백내장 유병률

알레르기 비염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P<0.001), 아토피피부염과

은 421명(22.5%)으로 나타났다(Table 1).

천식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62, P=0.852). 반면

IgE, 비타민 D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01), Zn에서는 유
Korean J Fam Pract. 2020;10(3):22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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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ssociation between the presence cataract and each characteristics (n=1,875)
Characteristic

No

Sex
Male

206 (48.9)

718 (49.4)

Female

215 (51.1)

736 (50.6)

19–30

4 (1.0)

400 (27.5)

31–40

7 (1.7)

378 (26.0)

41–50

42 (10.0)

321 (22.1)

51–60

127 (30.2)

248 (17.1)

61–70

198 (47.0)

102 (7.0)

43 (10.2)

5 (0.3)

Low

125 (29.7)

176 (12.1)

Middle low

111 (26.4)

395 (27.2)

Middle high

93 (22.1)

432 (29.7)

High

92 (21.9)

451 (31.0)

<Middle school

183 (43.5)

159 (10.9)

Middle school

75 (17.8)

122 (8.4)

High school

110 (26.1)

580 (39.9)

>High school

53 (12.6)

593 (40.8)

Yes

12 (2.9)

39 (2.7)

No

409 (97.1)

1,415 (97.3)

<100

196 (46.6)

846 (58.2)

≥100

225 (53.4)

608 (41.8)

<120

123 (29.2)

434 (29.8)

≥120

298 (70.8)

1,020 (70.2)

118 (28.0)

561 (38.6)

P-value
0.852

<0.001

Serum total IgE (kU/L)

Serum Zn (ug/dL)

0.803

<0.001

Vitamin D (ng/mL)
<0.001

Monthly family income (quartile)

No

Asthma

<0.001

Age (y)

Yes

P-value
0.871

>71

Cataract

Characteristic

Cataract
Yes

Table 3. Continued

<15
15–20

130 (30.9)

451 (31.0)

≥20

173 (41.1)

442 (30.4)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P-value by chi-square test.
<0.001

Education

Table 4. Adjusted odd ratio and their 95% confidence interval for the
presence cataract
Characteristic
<0.001

Residence area
Urban

309 (73.4)

1,190 (81.8)

Rural

112 (26.6)

264 (18.2)

Apartment

161 (38.2)

685 (47.1)

House

260 (61.8)

769 (52.9)

Residential type

Yes

334 (79.3)

1,329 (91.4)

No

87 (20.7)

125 (8.6)

Smoking

0.004

Yes

85 (20.2)

394 (27.1)

No

336 (79.8)

1,060 (72.9)

<23

158 (37.5)

701 (48.2)

23–25

112 (26.6)

307 (21.1)

≥25

151 (35.9)

446 (30.7)

Yes

189 (87.9)

209 (28.4)

No

26 (12.1)

527 (71.6)

<0.001

Body mass index (kg/m2)

Female hormone therapy
(only female)

0.518

0.230–1.167

0.112

1.010

0.514–1.984

0.977

0.433

0.296–0.633

<0.001

Asthma
Yes
Yes
Serum total IgE (kU/L)
<100

Reference

≥100

1.591

1.274–1.986

<0.001

<120

1.022

0.800–1.305

0.862

≥120

Reference

Serum Zn (ug/dL)

Vitamin D (ng/mL)
<15

<0.001

Menopause (only female)

P-value

Allergic rhinitis
<0.001

Drinking

95% confidence
interval

Atopic dermatitis
Yes

0.001

Adjusted odds
ratioa

Reference

15–20

1.339

1.009–1.777

0.043

≥20

1.744

1.331–2.286

<0.001

a
Adjusted for atopic dermatitis, asthma, allergic rhinitis, serum total IgE, serum
Zn, vitamin D.

0.005

Yes

31 (14.4)

59 (8.0)

No

184 (85.6)

677 (92.0)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803). 알레르기질환과 백내장의 연
<0.001

Daily sunlight exposure times

관성을 분석하고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Table 4). 그 결과

<2 hours

231 (54.9)

906 (62.3)

알레르기 비염, IgE, 비타민 D가 백내장과 높은 연관성을 보였고

2–5 hours

107 (25.4)

393 (27.0)

>5 hours

83 (19.7)

155 (10.7)

(P<0.001), 아토피피부염, 천식, Zn는 백내장과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

Yes

34 (8.1)

249 (17.1)

No

387 (91.9)

<0.001

Allergic rhinitis
1,205 (82.9)

Atopic dermatitis

0.062

Yes

7 (1.7)

No

414 (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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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P=0.112, P=0.997, P=0.862).

고찰

50 (3.4)
1,404 (96.6)

비타민 D는 근골격계의 필수적인 요소일 뿐 아니라 최근 많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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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비만, 대사증후군, 당뇨병, 심혈관질환, 암, 알레르기질환 등

외하고 해당 변수만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했다. 시행 결과

의 만성질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내장 유무와 알레르기비염, IgE, 비타민 D가 상관관계가 있는 것

기존 연구에서는 비타민 D와 알레르기비염의 상관성 분석에서

으로 나타났으며 아토피피부염, 천식, Zn는 백내장과 상관관계가 없

남성과 여성에서 각기 다른 모습을 보였고 여성에서만 유의한 관계

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토피피부염의 합병증으로 백내장이 있었으

5)

가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남녀로 층화 분석을 하지않아

나 본 연구결과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천

비타민 D와 알레르기비염의 상관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식과 알레르기비염이 백내장과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졌으나5) 본 연

않았다. 다른 기존 연구인 한국의 국민건강영양조사(2009년) 연구

구에서는 천식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또 다른 연구에서

조사에 참여한 8,012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알레르기비염과 비타민

는 IgE와 백내장의 연관성이 나타났으며26) 본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D 농도의 연관성을 분석한 Jung 등18)의 연구에서는 비타민 D 농도

본 연구의 단점은 첫째, 후향적 단면연구로 알레르기질환과 백내

가 감소할수록 알레르기비염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었다. 이와는

장 사이의 인과 관계를 밝히기 어렵다. 둘째, 대상자 선정에서 선택

반대로 비타민 D 농도가 높을수록 알레르기비염의 위험이 높다는

삐뚤림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연구 참여자의 기억에 의하므로 회

연구도 있었는데, 미국의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상 삐뚤림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알레르기질환에서 성인으로만 한

Survey (1988–1994년) 연구조사에 참여한 18,224명의 성인을 대상으

정했기 때문에 질환의 유병률이 기존 연구와 다를 수 있어 이 또한

로 알레르기비염과 혈중 비타민 D 농도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Wjst

본 연구의 단점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장점은

와 Hyppönen 등19)의 연구에 의하면 비타민 D 농도가 높을수록 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구 기반 연구이며 검사에 있어서 동일한

히려 알레르기비염의 위험이 높다는 연구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방법으로 표준화가 시행되었다. 또한, 알레르기질환과 백내장의 상

알레르기비염과 비타민 D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관계를 표준화된 국내자료로 알아보았고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비만과 관련한 국내에서 보고된 연구들에서는 소아 및 청소년에
서 BMI와 비만과 관련된 변수들이 비타민 D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

않은 알레르기질환 관련 요인에 대한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타낸 결과를 보고하였다.20,21) 그러나 국내 일부 지역의 성인을 대상

본 논문에서 알레르기비염, IgE, 비타민 D만이 백내장과 유의한

으로 한 연구에서 비타민 D가 BMI, 허리둘레 등 기본적인 비만 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가 인종, 사회학

표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전 연구들과 반대되는 결과도

적 특성에 기반한 것인지 또는 연구상의 오류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BMI와 비타민 D의 통계적 유의한 차

서는 향후 다른 추가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보

이는 있으나 음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 대규모의 임상연구를 통해 알레르기질환과 백내장의 상관관계

22)

아토피피부염의 유병률은 조사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한 일

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필요하며, 본 논문 내용을 기반으로 추가적

본 연구에서는 3%의 유병률을 보고하였고 국내 연구에서는 7.1%

인 연구를 할 때 저자들은 알레르기질환 치료경과에 따른 백내장의

23)

로 보고되었으나

24)

본 연구에서 유병률은 3.0%로 조사되어 차이를

유병률 차이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보이고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2009년부터는 2.2%–2.3%의
유병률을 보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유병

요약

률이 좀 더 높게 나왔을 것이라 생각된다.
백내장과 비타민 D의 상관관계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

연구배경: 최근 알레르기질환의 원인이 비타민 D 부족에 의한 면역

고 이는 기존 여러 연구들과 같은 결과이다. 백내장과 소득에서 소

장애 때문이라는 “비타민 D 가설”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아토피피

득이 낮을수록 백내장 유병률이 높았고, 백내장과 교육수준에서 교

부염의 합병증의 하나로 알려진 백내장은 비타민 D와의 연관성에

육수준이 낮을수록 백내장 유병률이 높게 나왔다. 이는 소득이 낮

대한 여러 논문이 발표되었다. 알레르기질환과 백내장은 비타민 D

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직업 활동을 육체적 노동으로 할 확률이

와 연관성 논란이 있으나 두 질환간의 연관성에 관한 논문은 미비

높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알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혈중 Zn와 IgE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레르기질환과 백내장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고 나타났으며 IgE는 알레르기 질환과 강력한 연관성이 있는 지표

방법: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중 2010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혈액검

이다. 이러한 여러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추론해 볼 때 알레르기질

사를 통해 25(OH)D를 측정하였고, 자기 기입식 설문, 문진, 신체검

환, 비타민 D, 백내장 간의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어 다른 변수를 제

사를 통하여 개인 특성을 파악하였다. 혈액검사 및 설문, 문진, 신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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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자는 제외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알
레르기질환 및 관련인자와 백내장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결과: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알레르기비염, IgE, 비타민 D는
백내장과 연관성을 보였다. 그러나 아토피피부염, 천식, Zn는 백내장
과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결론: 한국 성인에서 알레르기비염이 없고 혈중 IgE와 비타민 D가
높을수록 백내장의 유병률이 높은 모습을 보였다.

중심단어: 알레르기; 백내장; 비타민 D;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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