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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성인에서 혈중 비타민 E의 농도와 혈중 고감도
C-반응성 단백 농도(High-Sensitivity C-Reactive Protei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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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Inflammation plays a major role in atherothrombosis, and measuring inflammatory markers such as high-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hs-CRP) may provide a novel method for identifying individuals at high risk of plaque rupture. Atherogenesis results from the oxidation of lipids in
low-density lipoprotein (LDL). Vitamin E facilitates the reduction in LDL-oxidation, and increases the antioxidant defense system. Therefore, our study
aim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vitamin E and hs-CRP levels in Korean adults.
Methods: We used data from the Seven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6–2018). The study population included
healthy adults aged >20 years. We investigated age, blood pressure, glucose levels,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body mass index, serum vitamin E, and serum hs-CRP levels. W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serum vitamin E and serum hs-CRP levels using multiple regression tests.
Results: On statistical analysis, vitamin E level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hs-CRP levels in the female group and the total of the unadjusted
model. However, the R2 value is low. After adjustment for factors that may affect hs-CRP, no significant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serum
vitamin E and serum hs-CRP levels.
Conclusion: No significant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serum vitamin E and serum hs-CRP levels. Further research is needed on this topic.
Keywords: Vitamin E; High-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Cardiovascular Disease; Antioxidant

만명당 60.9명, 여자 63.9명으로 사망원인 남녀 각각 2위이며, 뇌혈

서론

관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남자 인구 10만명당 42.7명, 여자 46.7명으
우리나라에서도 경제 성장과 함께 서구화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로 사망원인 남녀 각각 4위, 3위를 차지하고 있다.1)

심혈관계 위험과 관련된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 2018년 우리나라 질

이에 죽상경화증(atherosclerosis)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고

병사망원인 통계에 의하면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남자 인구 10

감도 C-반응성 단백(high-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hs-CRP)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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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염증반응 표지자로서 죽상경화판(atherosclerotic plaque)의 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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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성을 나타내며, 미래의 심혈관 질환의 중증도와 예후를 가늠할 수

본 연구에서 혈중 비타민 E를 보유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검사

있는 인자로 알려져 있다. 또한 hs-CRP의 상승은 염증, 노화, 암 등

방법으로 HPLC-FID를 사용하였으며, 장비로는 Agilent 1200 (Agilent,

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협심증이나 관상동맥질환,

Santa Clara, CA, USA)가 혈중 비타민 E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

만성 폐쇄성 폐질환, 뇌졸중 등과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

용되었다. 혈중 고감도 C-반응성 단백(hs-CRP)을 보유한 정도에는

한편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low density lipoprotein

Immunoturbidimetry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장비로는 Cobas (Roche,

cholesterol, LDL-C)의 산화가 죽상경화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

Basel, Switzerland)가 혈중 hs-CRP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LDL-C의 산화는 염증 전 반응으로 IL-1β와

기타 변수로는 연구 대상자들의 기본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hs-

TNF-α 및 IL-6의 분비를 증가시키며, 이때 분비된 IL-6는 간에서 hs-

CRP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령, 혈압, 혈당,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

CRP를 분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항산화제

방, high density lipoprotein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체질

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8) 비타민 E는 항산화 및 항염증 반

량지수(body mass index, BMI), 흡연, 음주를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

응으로 LDL-C의 산화를 막아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였다.10-12)

2)

3-5)

고 있다.

6)

7)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고농도의 비타민 E의 섭취군이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hs-CRP가 더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10) 이 연구

3. 통계분석

에서는 고용량의 비타민E 복용에 대한 연구로, 정상인의 혈중 비타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6.0 (IBM

민 E의 농도와 hs-CRP 농도와의 관련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못했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값들은 모두

다고 할 수 있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였으며, 모든 검증의 통계 유의 수준은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국민건강영양조

P<0.05, P<0.01로 설정하였다.

사(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남녀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남녀 두

자료를 이용하여 비교적 건강한 사람에서 혈중 비타민 E의 농도와

군 간의 평균 차이는 t-test 및 chi-square test를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hs-CRP 농도와의 연관성을 조사해 보았다.

가설의 검증은 종속변수인 hs-CRP에 대해서 다중 회귀 분석을 통
해 분석하였으며, 혈중 비타민 E 이외에 통계분석에 영향을 줄 수

방법

있는 나이, 혈압, 혈당,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BMI, 흡연, 음주 등을 모두 보정하였다.
1. 연구 대상

KNHANES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의거하여 한국 국민의 건

결과

강행태, 만성질환 유병현황, 식품 및 영양섭취실태에 관한 법정조사
이다.

1.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는 횡단적 단면 연구로서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분석 항목에 대한 결측값이 하나라도 있었던 대상자를 제외한

에서 시행하는 KNHANES중 제7기(2016–2018)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총 분석 인원은 총 3,725명이었다. Hs-CRP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

참여한 대상 19,189명 중 현재 전신적 질환, 염증성 질환, hs-CRP 10

타민 E 농도를 포함한 기타 변수로 나이, 혈압, 혈당, 총 콜레스테롤,

이상인 대상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결측치가 있는 대상을 제외한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BMI 등을 함께 조사

만 20세 이상 성인 3,725명(남성 1,718명, 여성 2,007명) 을 대상으로

하였고, 결과는 평균으로 제시하였으며, 흡연자와 음주자는 인원수

분석하였다. 또한, 흡연자는 조사당시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하였으

로 제시하였다(Table 1).

며, 음주자는 조사당시를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월 1회 이상 음주

결과값은 남녀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남녀 두 군 간의 평균 차

를 한 대상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전신적 질환 및 염증성 질환으

이는 t-test 및 chi-square test를 통해 분석하였고, 그 결과 나이, 수축

로 현재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폐암, 갑상선암, 기타암, 뇌졸

기혈압, 이완기혈압, 혈당,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

중, 심근경색 또는 협심증, 관절염, 폐결핵, 천식, 갑상선 질환, 부비

롤, BMI, hs-CRP, 흡연자, 음주자는 유의한 평균 및 인원수에 차이

동염, 중이염, 신부전, B형간염, C형간염, 간경변증을 제외하고 분

를 보였으나, LDL 콜레스테롤, 비타민 E는 남녀에 따라 평균치의 차

석하였다.

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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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231, P=0.420) (Table 2).

2. 비타민 E와 Hs-CRP와의 관계

비타민 E와 hs-CRP와의 관계는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3
가지 모델을 통해 분석하였다. 모델 1은 다른 기타 변수의 보정 없이

고찰

비타민 E와 hs-CRP와의 관계를 보았으며, 그 결과 전체 분석 대상을
적용한 그룹과 여성 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

심혈관 질환은 전세계적으로 사망률과 질병률의 주요 원인이다.

나(<0.01), R 값이 작아 설명력이 높지 않았다. 이와 함께 남성 그룹

심혈관 질환은 여러 위험인자가 알려져 있지만, 비지질성 위험인자

의 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로 hs-CRP가 증가할수록 정상인에서 심근경색, 협심증의 위험도가

2

모델 2는 나이, 혈압, 혈당,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콜레스

증가하며, 사망률 증가와도 연관되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2,13) 이

테롤, LDL 콜레스테롤, BMI를 보정하여 진행하였다. 결과는 남녀

위험인자의 감소를 위해 항산화제인 고용량의 비타민 E 보충이 hs-

그룹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고

CRP를 낮춘다는 보고가 최근까지 있어 왔다.10,11,14-17) 그러나 국내에

(P=0.978, P=0.186), 남녀를 합친 그룹에서도 유의하지 못한 결과가

서는 항산화 효과가 있는 혈장 비타민 E 와 hs-CRP의 관계에 대한

관찰되었다(P=0.357). 모델 3은 나이, 혈압, 혈당, 총콜레스테롤, 중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항산화제인 비타민 E의 혈장농도와

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BMI와 함께 흡연과 음

hs-CRP 농도 간의 연관성을 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

주를 보정하여 진행하였다. 이 모델 역시 남성 그룹, 여성 그룹, 남녀

각된다.

합친 그룹에서 각각 유의하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었다(P=0.927,

본 연구는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성인 인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자료에 바탕하여 분석한 것이다. 연구 결과 혈중 비타민 E와 hs-CRP
사이에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기타 변수를 보정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ccording to sex

하지 않은 분석에서는 여성 그룹과 남성과 여성을 합친 그룹에서 통

Total subjects (n=3,725)
Variable

계적으로 유의성이 확인되었으나, R2의 값이 작아 설명력이 높지 않

Male
(n=1,718)

Female
(n=2,007)

P-value

44.2±14.4

41.9±12.9

<0.05

Systolic BP (mmHg)a

116.3±10.9

108.9±11.4

<0.05

이들 그룹에서 통계적 유의성과 함께 비타민 E와 hs-CRP와의 양

Diastolic BP (mmHg)a

77.6±8.8

72.0±8.1

<0.05

Glucose level (mg/dL)a

100.7±23.5

94.1±16.8

<0.05

의 계수의 결과를 얻은 원인으로는 hs-CRP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Total cholesterol (mg/dL)a

196.2±35.1

193.9±35.2

<0.05

변수들의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hs-CRP에 영향을 줄 수

Triglyceride (mg/dL)a

165.9±148.6

104.9±71.9

<0.05

있는 요소들을 전부 보정할 수 없었으므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보

HDL-cholesterol (mg/dL)a

47.6±11.2

56.4±12.6

<0.05

LDL-cholesterol(mg/dL)a

Age (y)a

120.6±33.5

124.11±37.0

Body mass index (kg/m2)a

24.3±3.3

22.8±3.4

Vitamin E level (mg/L)a

13.3±5.0

13.2±4.6

1.0±1.2

0.9±1.1

<0.05

101 (5)

<0.05

1,350 (50)

<0.05

Hs-CRP (mg/L)a
b

Smoking

618 (36)

Drinkingc

1,271 (74)

0.296
<0.05
0.518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BP, blood pressure;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LDL, low density lipoprotein;
hs-crp, 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a
Each data was analyzed by t-test. bSmoking, cdrinking data was analyzed by chisquare test.

았다. 이는 임상적인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였을 가능성이 있다.

Hs-CRP 값은 심혈관의 상대적 위험도에 따라 분류된다.18) 낮은
위험도(<1 mg/L), 평균(2–3 mg/L), 높은 위험도(>3 mg/L)로 분류된
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남녀 그룹의

hs-CRP 농도 평균은 각각 1.0±1.2와 0.9±1.1이었다. 이 수치는 낮은
위험도에 속하는 값들로써 vitamin E의 혈중 농도가 증가해도 hs-

CRP의 혈중 농도는 기저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두 연구 변수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성 없음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일 것이다.

Table 2. Relationship between serum vitamin E level and hs-CRP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Model

Male

Female

β

R2

P-value

β

R2

0.003

0.000

0.563

0.020

0.006

Model 2

0.000

0.076

0.978

0.025

0.178

Model 3

-0.001

0.080

0.927

0.023

0.206

Model 1

Total
β

R2

0.012

0.002

0.186

0.009

0.105

0.357

0.231

0.008

0.114

0.420

P-value
<0.01

P-value
<0.01

Model 1: No adjusted; Model 2: adjusted for age, sex, systolic blood pressure, diastolic blood pressure, glucose level,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HDL-cholesterol, LDLcholesterol, body mass index; Model 3: adjusted for age, sex, systolic blood pressure, diastolic blood pressure, glucose level,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HDL-cholesterol, LDL-cholesterol, body mass index, smoking, alcohol.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LDL, low density lipo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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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fraf 등11)에 의하면 hs-CRP의 농도가 기저치인 당뇨환자에게 고용

연, 음주에 대한 변수를 보정하면서, 혈중 비타민 E 농도와 혈중 hs-

량의 vitamin E를 복용시켰을 때 hs-CRP의 변화가 없었다는 연구결

CRP 농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과: 변수를 보정하지 않는 모델 1 (model 1)에서는 여성 그룹과 전

그리고 비타민 E와 hs-CRP와 관련된 논문들은 고용량의 비타민

E 섭취가 hs-CRP의 값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체 그룹에서 혈중 비타민 E 와 혈중 hs-CRP 농도와의 유의한 양의

비타민 E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R2의 값이 작아 유의성은 없는

의 혈중 평균농도는 5.7 mg/L–20 mg/L로 알려져 있다.11) 본 논문의

것으로 보인다. 변수를 보정한 모델 2 (model 2), 모델 3 (model 3)은

연구 대상자들의 혈중 비타민 E 농도의 평균은 남녀 그룹 각각

남성 그룹, 여성 그룹 및 전체 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었

13.3±5.0, 13.2±4.6로서 평균범위 내의 값을 가지고 있다. 연구 대상

다.

자들은 고농도의 비타민 E가 아니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결론: 결과적으로 혈중 비타민 E 농도와 혈중 hs-CRP 농도와는 연

얻지 못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관성이 없었다. 향후 이 주제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10,16,19)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단면 연구였다는 점과 연구 대상자들의 hs-

생각된다.

CRP의 평균이 낮은 위험도의 값에 분포되어 있어 변화를 고찰하기
에는 어려웠음을 들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여러 공변량을 보정

중심단어: 비타민 E; 고민감도 C-반응성 단백; 심혈관 질환; 항산화제

하였으나 그 밖에도 hs-CRP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소들,
예를 들면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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