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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인에서 비타민 C 섭취와 혈중 납 농도의 상관관계:
국민건강영양조사 7기 2016년도 자료
주민영, 윤종률, 조정진, 김미영*, 박미정, 안주혜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가정의학과

Correlation Analysis of Ascorbic Acid Intake and Blood Lead Levels in Korean Adults: Results from
the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al Examination Survey, 2016
Min Young Chu, Jong Lull Yoon, Jung Jin Cho, Mee Young Kim*, Mi Jeong Park, Ju Hye An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Hallym University Dongtan Sacred Heart Hospital, Hwaseong, Korea

Background: Lead is a toxic heavy metal that affects multiple body systems. Few human and animal studies have suggested that oral intake of ascorbic
acid may decrease the risk of lead toxicity and blood lead level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ascorbic acid intake and
blood lead levels in the general Korean population.
Methods: This study analyzed 1,415 Koreans aged ≥19 years who participated in the 2016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The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ir daily ascorbic acid intake (≥100 mg/day, <100 mg/day). We assessed
the association between the intake of ascorbic acid and blood lead levels using linear regression analysis after adjusting for confounding variables
such as age, sex, smoking status, high-risk alcohol consumption, body mass index, and occupation.
Results: Male sex, young age (in their 20s), low income, smoking, high-risk drinking, and manual work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low intake of
ascorbic acid (<100 mg/day) (P<0.05). Older age, male sex, smoking, high-risk drinking, obesity, and manual work were related to higher blood lead
levels (P<0.05).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ascorbic acid intake and blood lead levels after adjusting for age, sex,
smoking status, high-risk drinking, body mass index, and occupation (B=-0.12, P=0.021).
Conclusion: Compared with the group that ingested less than the recommended daily intake of ascorbic acid (<100 mg/day), the group with adequate
daily ascorbic acid intake (≥100 mg/day) was associated with decreased blood lead levels.
Keywords: Ascorbic Acid; Lead; Metals, Heavy; Nutrition Surveys

음식 통조림, 살충제, 어업용 추에 의한 노출 등이 포함된다.2) 우리

서론

나라 국민의 혈중 납 농도는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납은 인체 생물학적 구조와 기능에 기여하지 않고 직, 간접적인
1)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1993년부터 유연 휘발유 사용을 전면

경로를 통해서 생물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이다. 일반인구는

금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3) 하지만 여전히 공단지역

대기, 음식, 식수, 토양, 먼지 등을 통해 납에 노출될 수 있고, 인간

하천에서 납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고, 담배에 존재하는 납으로 인

활동에 의한 노출원에는 유연 가솔린, 납 성분이 포함된 페인트나

해 흡연자, 간접흡연자의 납 노출이 증가하며, 최근 대기 오염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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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면서 미세먼지를 통한 중금속 노출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주변

민 C의 합으로 정의하였다. 음식을 통한 총 1일 비타민 C 섭취량은
식품섭취 빈도조사를 통해 112개 음식 항목에 대한 섭취 빈도와 양

1,4,5)

환경에 존재하는 납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다.

혈중 납 농도는 성별, 인종, 직업, 음주, 흡연력 등이 관련되어 있

으로 조사하였고, 식이 보충제로 섭취한 1일 비타민 C 섭취량은 조

신경독성, 발암성, 신장질환, 심혈관계,

사 1일 전 섭취한 제품에 대하여 식품 섭취조사를 통해 평가하였다.

호흡계, 조혈계, 근골격계, 면역계 등에 광범위한 유해작용을 끼친

비타민 C 1일 섭취량을 권장량 이상인 100 mg 이상 섭취군과 권

6,7)

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급성 중독 뿐 아니라 비교적 저 농도

장량 미만인 100 mg 미만 섭취군으로 분류하였다.17) 종속변수는 혈

의 만성 노출에도 암 사망률 증가 및 고혈압, 동맥경화에 영향이 있

중 납 농도이며, 측정된 수치를 변환 없이 연속형 변수로 활용하였

8)

2,9,10)

고, 유아의 지능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이 연구되었다.

납 중독의

치료로는 급성 중독 시에 DMSA, EDTA 등의 킬레이팅 치료를 해

다.
보정변수 중에서 연령은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볼 수 있지만 저 농도의 만성 노출에서는 추천되지 않는다. 여러

60–64세로 분류하였고, 소득은 중위수를 기준으로 높은 집단과 낮

선행연구에서 항산화제인 비타민 C가 납 독성을 줄인다는 것이 알

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흡연은 현재 흡연 여부를 바탕으로 현재

려져 왔고, 비타민 C가 혈중 납 농도와의 연관이 있다는 연구들이

흡연, 과거 흡연, 비흡연으로 분류하였고, 음주는 남자의 경우 1회

이뤄졌다.12-15)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소규모 연구이거나 동물 연구였

평균 7잔씩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경우, 여자의 경우 1회 평균 5잔

다. 하지만 일부 대규모 단면 연구도 이뤄졌는데 미국 국민 건강 영

씩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경우를 고위험 음주군으로 분류하였고,

양조사로 시행한 연구에서 높은 혈중 비타민 C 농도가 낮은 혈중

그 외의 경우는 고위험 음주를 하지 않는 군으로 분류하였다. 체질

납 농도와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비타민 C 섭취와 혈중 납

량지수는 18.5 미만은 저체중, 18.5 이상 25.0 미만은 정상 또는 비만

농도를 조사했을 때는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16) 해당 연구는

전 단계, 25.0 이상은 비만으로 분류하였다. 직업은 농림어업 숙련종

비타민 C 섭취량을 24시간 회상법만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

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

에 섭취정보에 대한 한계가 있었던 연구였다.

순노무 종사자를 육체 노동자로,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

11)

우리나라 2016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경우 평소 식이를 반영하
는 식품섭취빈도 조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식이보충제 섭취정보 또

무종사자, 서비스, 판매 종사자를 비 육체노동자로, 무직 및 휴직자
를 무직으로 분류하여 보정변수로 분석하였다.

한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도 7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비타민 C 섭취량과 혈중 납 농도의 상관관계를 알
아보고자 하였다.

2) 통계분석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하였다. 국민건강영
양조사의 표본 설계는 단순임의표본설계가 아닌 2단계 층화집락표

방법

본설계를 이용하여 추출되어, 자료 분석 시 이러한 복합표본설계
내용을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분산추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에서 식품섭취빈도조사가 실
시된 1차년도(2016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총 8,150명의 데이터 중 19

층, 조사구, 건강ㆍ검진ㆍ영양조사 가중치를 고려하여 복합표본 분석
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복합표본 분석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3,400명을 제외한 4,750명을 추출하였고,

첫째, 비타민 C 섭취량에 따른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복

그 중 수유 중이거나 임신을 한 174명을 제외한 4,576명을 추출하였

합표본 카이 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둘째, 일반적 특성과 비타민

으며, 그 중 식품섭취빈도조사와 중금속 검사에 모두 참여하여 비

C 섭취량에 따른 혈중 납 농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복합표본

타민 C 섭취량과 혈중 납 농도가 측정되었고, 나머지 보정변수의 결

일반선형모형을 통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비타민 C 섭취

측값이 없는 1,415명을 본 연구의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량이 혈중 납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복합표본 일반선
형모형을 통한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 연구 방법
1) 연구변수

본 연구에서는 1일 비타민 C 섭취량을 독립변수로 분석하였고,

상기 통계분석을 위해 IBM SPSS Statistics 25 (IBM Co., Armonk,

NY, USA)를 활용하였고, 유의수준 5%를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음식을 통한 1일 비타민 C 섭취량과 식이보충제로 섭취한 1일 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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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혈중 납 농도(Table 2)

20대부터 50대까지 연령이 높을수록 혈중 납 농도도 높은 것으로
1. 비타민 C 섭취량에 따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Table 1)

검증되었으며(P<0.001), 남자가 여자보다 혈중 납 농도가 높았다

비타민 C 섭취량이 100 mg 미만인 집단에서 20대의 비율이 상대

(P<0.001). 소득에 따라서는 혈중 납 농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적으로 높으며, 비타민 C 섭취량이 100 mg 이상인 집단에서 50–60

않았다. 비흡연자보다 현재 흡연자나 과거 흡연자의 혈중 납 농도가

대의 비율이 높았다(P=0.003). 비타민 C 섭취량이 100 mg 미만인 집

높았고(P<0.001), 고위험 음주자가 비 고위험 음주자보다 혈중 납 농

단에서 남자가 많았고, 비타민 C 섭취량이 100 mg 이상인 집단에서

도가 높았다(P=0.015). 체질량 지수가 높은 경우 혈중 납 농도가 높

여자가 많았다(P<0.001). 비타민 C 섭취량이 100 mg 미만인 집단에

았다(P=0.009). 무직보다는 비 육체 노동자의 혈중 납 농도가 높았

서 저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P=0.009). 비타민 C 섭취량이 100

고, 비 육체 노동자보다 육체 노동자의 혈중 납 농도가 높았다

mg 미만인 집단에서 흡연자가 많았고, 100 mg 이상인 집단에서 비

(P<0.001). 비타민 C 섭취량이 100 mg 이상인 경우보다 100 mg 미만

흡연자가 많았다(P<0.001). 비타민 C 섭취량이 100 mg 미만인 집단

인 경우 혈중 납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P=0.048).

에서 고위험 음주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P<0.001). 비타민 C 섭취
량 100 mg 미만 집단에서 육체 노동자가 많았다(P=0.032). 체질량 지
수는 비타민 C 섭취량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비타민 C 섭취량이 혈중 납 농도에 미치는 영향(Table 3)

앞서 혈중 납 농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연령, 성별, 흡연, 음주,

BMI, 직업을 보정하여 비타민 C 섭취량이 혈중 납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회귀모형은 약 25.0%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비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vitamin C intake
Vitamin C intake (mg)
Variable

<100
n=652 (47.8%)

≥100
n=763 (52.2%)

Total

125 (27.3)

91 (17.4)

216 (22.1)

Age (y)
19–29

0.003

30–39

156 (20.8)

171 (21.0)

327 (20.9)

40–49

170 (25.2)

205 (26.6)

375 (25.9)

50–59

135 (21.3)

211 (27.9)

346 (24.8)

60–64

66 (5.5)

85 (7.1)

151 (6.3)

Male

286 (55.6)

253 (44.7)

539 (49.9)

Female

366 (44.4)

510 (55.3)

876 (50.1)

Low

333 (52.0)

336 (44.0)

669 (47.8)

High

319 (48.0)

427 (56.0)

746 (52.2)

152 (29.1)

105 (17.0)

257 (22.8)

<0.001

Sex

Income

0.009

<0.001

Smoking
Current smoker
Past smoker

126 (19.6)

108 (18.1)

234 (18.8)

Non-smoker

374 (51.4)

550 (64.9)

924 (58.4)

Yes

216 (38.3)

175 (27.1)

391 (32.5)

No

436 (61.7)

588 (72.9)

1,024 (67.5)

30 (4.0)

25 (2.9)

<0.001

High-risk drinking

Body mass index
Low-weight

0.602
55 (3.4)

Normal

403 (61.8)

479 (62.5)

882 (62.1)

Obesity

219 (34.3)

259 (34.6)

478 (34.4)

165 (26.0)

137 (19.1)

302 (22.4)

Occupation
Manual worker

P-valuea

0.032

Non-manual worker

297 (45.8)

366 (48.6)

663 (47.3)

No job

190 (28.2)

260 (32.3)

450 (30.4)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weighted %).
a
Chi-square test is used; P<0.05 is considered as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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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lood lead concentr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Pb (µg/dL)

Table 3. Effect of vitamin C intake on blood lead concentration
Adjusted modela

n
(weighted%)

M

SE

19–29

216 (22.1)

1.37b

0.04

<100

-

30–39

327 (20.9)

1.70c

0.04

≥100

-0.12

40–49

375 (25.9)

1.89d

0.04

50–59

346 (24.8)

2.23e

0.07

60–64

-

60–64

151 (6.3)

2.18e

0.11

50–59

Variable

P-valuea
<0.001

Age (y)

Male

539 (49.9)

2.05

0.04

Female

876 (50.1)

1.63

0.03

Income

SE

P-valueb

0.05

0.021

0.03

0.11

0.803

40–49

-0.33

0.10

0.002

30–39

-0.56

0.11

<0.001

19–29

-0.91

0.11

<0.001

0.913

0.05

<0.001

Vitamin C intake (mg)

Sex

Low

669 (47.8)

1.84

0.04

Female

High

746 (52.2)

1.84

0.04

Male
<0.001

Smoking

B

Age

<0.001

Sex

Variable

0.34

Smoking

Current smoker

257 (22.8)

2.10c

0.07

Non-smoker

-

Past smoker

234 (18.8)

2.10c

0.07

Past smoker

0.06

0.07

0.387

Non-smoker

924 (58.4)

1.65b

0.03

Current smoker

0.14

0.06

0.030

0.06

0.001

High-risk drinking

0.015

High-risk drinking

Yes

391 (32.5)

1.95

0.06

No

-

No

1,024 (67.5)

1.79

0.03

Yes

0.20

Body mass index

0.009

BMI

55 (3.4)

1.64b

0.15

Obesity

-

Normal

882 (62.1)

1.79b

0.03

Normal

-0.03

0.05

0.490

Obesity

478 (34.4)

1.95c

0.05

Low-weight

0.06

0.13

0.640

-0.01

0.05

0.875

0.11

0.06

0.081

Low-weight

<0.001

Occupation

Occupation

Manual worker

302 (22.4)

2.17d

0.07

No job

Non-manual worker

663 (47.3)

1.81c

0.03

Non-manual worker

No job

450 (30.4)

1.65b

0.04

Manual worker

Vitamin C intake (mg)

0.048

≥100

763 (52.2)

1.78

0.04

<100

652 (47.8)

1.90

0.05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weighted %).
Pb, lead; M, mean; SE, standard error.
Multiple comparison: b<c<d<e. aANOVA by General linear model is used; P<0.05
is considered as significant.

R2

-

0.250

B, regression coefficient; SE, standard error; BMI, body mass index; -, reference.
a
Adjusted for age, sex, smoking, high risk drinking, BMI, occupation. bLinear regression analysis by General linear model is used; P<0.05 is considered as significant.

고찰
타민 C를 권장 섭취량 이상 섭취하는 경우 혈중 납 농도가 낮은 것
으로 검증되었다(B=-0.12, P=0.021). 한편 보정변수에서는 60대 대비

본 연구는 2016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성인에

40대(B=-0.33, P=0.002), 30대(B=-0.56, P<0.001), 20대(B=-0.91,

서 비타민 C 섭취와 혈중 납 농도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하였고,

P<0.001)의 혈중 납 농도가 낮았고, 여자보다는 남자의 혈중 납 농도

연구 결과 비타민 C를 권장섭취량보다 높게 섭취할 경우 혈중 납 농

가 높았다(B=0.34, P<0.001). 비흡연자보다 흡연자의 혈중 납 농도가

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았고(B=0.14, P=0.030), 고위험 음주를 하는 경우는 고위험 음주를

비타민 C와 납에 대한 선행연구로 Lihm 등12)은 비타민 C를 납과

하지 않는 경우보다 혈중 납 농도가 높았다(B=0.20, P=0.001). 결과

함께 주입한 쥐가 납만 주입한 쥐보다 소변, 변으로의 납 배설이 증

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남자인 경우, 흡연자인 경우, 고위험 음주

가함을 관찰하였고, Dawson 등13)은 10, 20대 75명을 대상으로 한 연

자인 경우 혈중 납 농도가 높고, 비타민 C 섭취량이 낮은 경우 혈중

구에서 흡연자에게 1,000 mg의 비타민 C를 공급하였을 때 혈중 납

납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농도가 다른 그룹에 비해 유의하게 낮아졌음을 보고했다. 인도네시
아에서 30명의 여성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는 30
일간 비타민 C를 하루 250 mg 투약한 군이 유의한 혈중 납 농도 감
소를 보였다.14) 반면 36명의 배터리 공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Korean J Fam Pract. 2020;10(6):474-479

www.kjfp.or.kr

477

KJFP

Min Young Chu, et al. Correlation Analysis of Ascorbic Acid Intake and Blood Lead Levels

Korean Journal of Family Practice

에서 비타민 C 하루 500 mg을 한 달간 공급하였을 때 혈중 납 농도

못한 다른 건강관련 행태들로 인해 연구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지만 항산화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들은 비타

배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섭취량 측정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식

민 C 투약군에서 증가하였다. 이들 선행 연구에서 공급한 비타민

품섭취빈도조사는 일상 섭취량을 조사하는 큰 장점이 있지만 비교

C의 양은 권장 섭취량인 100 mg의 두 배 이상으로 비교적 고 함량

적 장기간에 대한 빈도를 응답해야 하는 조사로 신뢰도가 떨어질

이었으며, 주로 납 노출 고 위험군에 대한 소규모 연구가 실시되었

가능성이 존재한다.21) 또한 식이보충제로 섭취한 1일 비타민 C에 대

다. 본 연구는 대규모 단면 연구로, 고 위험군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

하여 전일 섭취한 제품을 기준으로 산출하였기 때문에 불규칙하게

고, 섭취량 분류 기준을 권장섭취량(1일 100 mg)으로 설정하여 앞선

복용하는 사람들의 경우 부정확한 평가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15)

소규모 연구들과는 차이가 있으며, 일반 인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여러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비타민C 섭취와 혈중 납

결과를 얻고자 하였다. 앞선 대규모 연구인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

농도에 대해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연구인 만큼 앞으로

를 이용한 연구는 혈중 비타민 C와 혈중 납 농도의 관계는 밝혔지

의 연구 및 진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유연 휘발유의 판매금

만, 24시간 회상법을 이용한 비타민 C 섭취량과 혈중 납 농도와의

지, 작업환경 개선 등으로 이전에 비해 납 노출은 줄어드는 추세이

관계는 밝혀내지 못하였다.16) 하지만 본 연구는 일상섭취량을 반영

나 여전히 납 노출에 대한 위험성은 존재한다. 최근에는 악화된 초

한 식품섭취빈도 조사를 이용하였고, 식이보충제 섭취도 반영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중금속 흡입의 위험성이 대두되어 2015년부터는

비타민 C 섭취와 혈중 납 농도와 연관성을 보여주었다.

초 미세먼지를 구성하는 중금속 성분의 공개가 이뤄지고 있고, 이

비타민 C의 혈중 납 농도 저하효과에 대한 메커니즘은 명확하게

에 납 농도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1,22) 납 노출을 피할 수 없는 상황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장관흡수 저하와 요 배설 증가의 기전이 제시

에서, 납 축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의미를 가질 것이

되고 있다.18) 납과 비타민 C를 함께 주입한 쥐에서 소변과 대변으로

다. 일부 납 노출 위험군(환경미화원, 배터리 공장, 염료공장 노동

의 납 배설이 증가한다는 Lihm 등12)의 연구 결과가 있고, 납 노출 쥐

자, 공업지대 거주자, 흡연자 등) 및 본 연구 일반적 특성에서 밝혀

에서 킬레이트 치료 시 비타민 C를 공급하였을 경우 납의 요 배설

진 비타민 C 결핍 섭취 경향을 가진 군(고 위험음주자, 흡연자, 육체

19)

을 증가시켜 간과 신장 축적을 줄여주었다는 보고가 있다.

노동자, 저소득자)과 초 미세먼지 노출양이 많은 시기의 모든 사람

본 연구 대상자 중 1일 비타민 C 섭취량이 권장량보다 적은 비율

들에게 비타민 C가 결핍되지 않도록 충분한 섭취 권고를 할 수 있으

이 47.8%로 여전히 권장량보다 적게 섭취하는 인구가 상당한 것으

며, 음식으로 권장량 이상 섭취가 어려울 경우에는 식이보충제로의

로 나타났다. 2016 건강 통계에 따르면 비타민 C 개인별 권장섭취량

공급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에 대한 백분율의 전체 평균값은 103.6%로 나타나지만, 평균필요량

본 연구에서 식이 보충제로의 하루 비타민 C 섭취는 전일 하루 동

미만 섭취자 분율이 다른 영양소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이는 비타

안의 섭취로 산출하였으나 2018년도 조사부터는 식이 보충제에 대해

민 C의 섭취량의 개인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부족하게

빈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불규칙하게 복용하는 사람에 대한 더 정

섭취하는 사람에 대한 고려 또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확한 섭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112개 음식 항목에 대한 식

20)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납 노출에 대한 완

품섭취빈도조사가 2017년 이후 중단되어 본 연구는 7기 조사 전체를

전한 보정이 어려운 연구였다. 납은 대기, 토양, 식수, 음식 등 매우

합산하여 분석하지 못하였다. 중단된 식품섭취빈도조사가 추후 재

다양한 노출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섭취량, 흡입량을 보정하기 어려

개될 예정이므로, 더욱 많은 수의 연구대상으로 영양소 섭취와 혈중

웠다. 직업적 노출자에 대한 배제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중금속 농도에 관한 발전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직업적 노출자의 경우 해당 인원이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직
업구분을 통해 직업군을 보정하여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

요약

단된다. 본 연구는 단면연구로서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어
렵다. 하지만 동물 실험 및 소규모 인간 대상 연구결과12-14) 와 일치하

연구배경: 납은 생물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중금속이다. 납은 신경

므로 일정부분 인과성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통제하지

독성, 발암성, 신장질환, 심혈관계, 호흡계, 조혈계, 근골격계, 소화

못한 변수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

기계, 생식계, 면역계, 내분비계에 광범위한 유해작용을 끼치는 것

성을 살펴 보면, 흡연자, 고 위험 음주자, 육체 노동자가 비타민 C 섭

으로 알려져 왔다. 몇몇 소규모 연구들은 비타민 C 경구 섭취가 납

취량은 낮고 동시에 혈중 납 농도는 높은 특성을 동시에 보인다. 이

의 독성영향을 줄이고, 혈중 납 수치를 감소시킬 가능성을 제시해

러한 요소들을 보정한 후에도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지만, 보정하지

왔다. 본 연구는 1일 비타민 C 섭취량과 한국 성인의 혈중 납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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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 2016년 자료를 이용
하여, 임신부, 수유부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 성인 1,415명을 대상으
로 하였다. 대상을 1일 비타민 C 권장량 이상(≥100 mg/일) 섭취군과
권장량 미만(<100 mg/일) 섭취군으로 나누었다. 혈중 납 농도에 미
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복합표본 일반선형모형을 통한 선형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연령, 성별, 흡연력, 고 위험 음주여부, 체질
량지수, 직업을 보정하였다.

결과: 남성, 20대 연령, 저 소득, 흡연자, 고 위험 음주자, 육체 노동
자가 비타민 C의 권장량 미만 섭취와 연관이 있었고(P<0.05), 고령,
남성, 흡연자, 고 위험 음주자, 비만, 육체노동자가 높은 혈중 납 농
도와 관련이 있었다(P<0.05). 선형회귀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비타민 C를 권장 섭취량 이상 섭취하는 경우 혈중 납 농도는 낮
은 것으로 검증되었다(B=-0.12, P=0.021).

결론: 비타민 C 권장량 미만(<100 mg/일) 섭취에 비해 비타민 C의
권장량 이상(≥100 mg/일) 섭취는 낮은 혈중 납 농도와 연관이 있다.

중심단어: 비타민 C; 납; 중금속; 영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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