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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제 6기(2013년, 2014년) 국민건강 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9세 이상 한국 성인에서 비타민 D 수 과

심 질환 련 지표와의 련성을 알아보고자 실시하 다. 우리나라 성인의 비타민 D 결핍 수 은 인구 비 약 73.1%로

나타났으며, 심 질환도 55.6%로 지속 인 증가 추세에 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신체 활동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도 비타민 D와 심 질환 련 지표 비타민 D 수 이 20.0 ng/mL 미만일 때, 연령에서 45-64세의 교차비는 1.72(95% 

C1, 1.53-1.93)로, 65세 이상의 교차비는 2.05(95% C1, 1.71-2.45)로 유의하 다. 압에서 고 압 단계의 교차비는

1.30(95% C1, 1.15-1.47)로, 고 압의 교차비는 1.31(95% C1, 1.11-1.54)로 유의하 다. 체질량지수의 교차비는 1.13(95% C1, 

1.01-1.27)로, 허리둘 의 교차비는 1.12(95% C1, 1.08-1.36)로 유의하 다. 당에서 공복 당장애의 교차비는 1.37(95% C1, 

1.21-1.55)로, 당뇨병의 교차비는 1.31(95% C1, 1.05-1.65)로 유의하 다. 총 콜 스테롤의 교차비는 1.30(95% C1, 1.11-1.52)

으로, 성지방의 교차비는 1.20(95% C1, 1.04-1.37)으로 유의하 다. 우리나라 성인에서 비타민 D 수 과 심 련 지표

와의 련성에서 연령, 압, 공복 당, 체질량지수, 총 콜 스테롤과 성지방에서 련성이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

후 비타민 D 수 과 심 질환 련 지표에 한 체계 인 코호트 연구 등의 다양한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면 인과 계를

확인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Vitamin D levels and indices related to cardiovascular 
disease in Korean adults aged ≥ 19 years. The data for analysis were obtained from the sixth Korea National Health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in 2013 and 2014. The results showed that the incidence of Vitamin D deficiency was 
73.1% among Korean adults and that indices related to cardiovascular disease showed an increasing trend (55.6% of 
Korean adults). The relationship between Vitamin D levels and indices related to cardiovascular disease with 
controlled physical activity status was also studied. The odds ratios (ORs) for age were 1.72 for the 4-62 years age 
group (95% CI, 1.53-1.93) and 2.05 for the ≥ 65 years age group (95% CI, 1.71-2.45). For blood pressure, the OR 
for pre-hypertension was 1.30 (95% CI, 1.15-1.47) and that for hypertension was 1.31 (95% CI, 1.11-1.54). For body 
mass index (BMI), the OR was 1.36 (95% CI, 1.11-1.66) and that for waist circumference (WC) was 1.36 (95% CI, 
1.11-1.66). For fasting blood sugar (FBS), the OR for impaired fasting glucose (IFG) was 1.37 (95% CI, 1.21-1.55) 
and that for diabetes mellitus (DM) was 1.31 (95% CI, 1.05-1.65). The OR for total cholesterol (TC) was 1.30 (95% 
CI, 1.11-1.52) and that for triglycerides (TG) was 1.20 (95% CI, 1.04-1.37) in Korean adults.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Vitamin D and indices related to cardiovascular disease in Korean adults with respect to age, 
blood pressure, FBS, BMI, TC and TG. Confirmation of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Vitamin D and indices related 
to cardiovascular disease may require further research consisting of more systematic cohort studies.

Keywords :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KNHANES), Vitamin D, Cardiovascular 
disease,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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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비타민 D[25-hydroxyvitamin D, 25(OH) D]는 우리

인체 내 인과 칼슘의 흡수를 통해 분화와 세포증식

면역을 조 하여 를 건강하게 유지 형성하고 근육

발달에 필수 도움을 주는 지용성 물질이다[1,2]. 비타

민 D는 근골격계 질환과 더불어 비근골격계에도 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면역반응 염증과 심 질환

당뇨병과 련된 인슐린 항성 개선과 련하여 지방분

해 조 로 과체 비만의 발생을 억제시키는데 요

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주목하고 있다[3].

인체 내 비타민 D의 농도는 비타민 D의 활성형으로

반감기가 2-3주로 비교 긴 25(OH) D를 일반 으로

측정하여 비타민 D의 상태를 추정하며, 비타민 D 

농도가 20-100 ng/mL 범 일 때, 인과 칼슘의 장내 흡

수가 최 로 유지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4]. 미국의학

회[5]에서는 비타민 D 수 이 20.0 ng/mL을 기 으로

하여 이상은 충분(sufficiency)으로 하고, 이하는 불충분

(sufficiency)으로, 10.0 ng/mL 이하를 결핍(deficiency)으

로 정의하고 있다.

최근 인에서 비타민 D 부족의 증가가 세계

으로 범 하게 보고되고 있으며[6], 인체 내 비타민

D 농도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립선암[7], 이상지질 증

[8], 당뇨병[9], 심 질환[10] 등의 발생과 연 성이

있음이 확인되어 비타민 D의 심이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심 질환은 세계 으로 가장 흔한 질환 사망

원인의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인하여 개인

의 행복한 삶을 제한당하고, 많은 시간과 경제 인 부담

을 지고 있다[11]. 이 질환은 심장 주변 에 콜 스테

롤의 지방질이 쌓여 을 막아 생기는 병으로 심장 주

변의 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심장을 비롯한 각종

장기에 산소와 양분이 히 달되지 못하여 심근경

색, 부정맥 등이 발생 험이 커진다[12]. 미국심장 회

[13]에 따르면, 2014년 기 심 질환으로 사망한 환

자는 1년에 1730만 명 정도로, 암에 이어 두 번째로 높

으며 매년 꾸 히 증가하고 있다. 

비타민 D와 심 질환 련 지표와의 련성을 조

사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비타민 D 농도가 결핍이 있

는 경우 높은 압[14-16], 과체 비만[17] 고

도 콜 스테롤[18] 하 등의 험성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비타민 D 수 과 심 질환

련 지표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결과도 있었다[18-20]. 

최근까지, 비타민 D와 심 질환과 련된 지표들에

한 연구들 사이에서도 일 성 없는 결과들[14-20]로

인해 지속 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서 연구

상자가 류마티스성 환자[21], 50 이상 성인[22] 

농 성인[23]만을 상으로 한 제한 인 연구인 경우는

연구결과가 우리나라 체 성인을 일반화하기에 하

지 않았다. 한, 비타민 D 수 과 심 질환에 한

험한 부분을 개선시킬 수 있는 요한 요인 하나인

신체 활동이 비타민 D와 심 질환의 발생 계에 도

움을 주는 건지, 비타민 D와 각각 독립 인자로써 신체

활동이 심 질환 발생에 도움을 주는지의 연 성에

해서는 아직은 명확하게 밝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 6기(2013년, 2014년) 국민건강

양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19세 이상의 정

상 성인을 상으로 비타민 D의 결핍률을 악하고 심

계 질환의 련성을 조사해보고, 신체 활동 부분을

통제한 상태에서의 비타민 D가 독립 으로 심 계 질

환과 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수행하 다.

2. 연  대상  

2.1 연 료  대상

본 연구는 제 6기(2013년, 2014년) 국민건강 양조사

원시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 다[38]. 국가 시도 단

의 표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국가통계를 생산하기

해 수행된 조사로써 조사구 가구와 성별, 연령, 집

단, 시도, 동·읍면, 주택유형(일반주택, 아 트)등에 근거

한 다단계 층화집락 표본설계 방법으로 상자를 추출하

다. 국민건강 양조사의 목표 모집단은 한민국에 거

주하는 모든 국민으로써 양로원, 군 , 교도소 등의 시설

외국인 가구 등은 제외되었다. 제 6기(2013년, 2014

년) 국민건강 양조사는 매년 국 192개 표본 조사 가

구내의 총 7.680개를 표본 가구로 선정하고 그 가구에

거주하는 구성원을 조사하여 15.568명이 되었으며, 그

에 19세 이상 성인이 12.101명이었고, 비타민 D 검사

가 이루어진 4.013명(남자 1965명, 여자 2048명)을 최종

상자로선정하 다. 국민건강 양조사(2013-07CON-03-4C,

2013-12EXP-03-5C)는 질병 리본부 연구윤리 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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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용변수

2.2.1 적 특   건강 행태 특

일반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거주 지역

을 사용하 다. 성별은 ‘남자와 여자’, 연령은 ‘19-44세, 

45-64세, 65 이상’으로 재분류하 다. 결혼 상태는 결혼

하지 않는 경우를 ‘미혼’으로, 결혼을 하 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기혼’으로, 결혼을 하 으나 ‘사별과 이혼

별거에 해당’하는 경우를 ‘기타’로 재분류하 다. 거

주 지역은 ‘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 ‘도시’와 ‘읍 는

면의 행정구역을 포함’한 ‘농 ’으로 분류하 다.

건강 행태 특성으로 음주, 흡연, 스트 스 인지 정도, 

신체 활동을 사용하 다. 음주는 ‘월간 음주 여부’로 ‘평

생 비음주 최근 1년간 월 1잔 미만의 음주’를 ‘비음

주’로, ‘최근 1년간 월 1잔 이상의 음주를 한 경우’를 ‘음

주’로 분류하 고, 흡연은 ‘ 재 흡연 여부’로 ‘평생 흡

연 양이 5갑 이상이며 과거에 피웠으나, 재 피우지 않

거나, 5갑 미만인 경우’를 ‘비흡연’으로, ‘평생 흡연 양이

5갑 이상이며 재 피우거나 가끔 피움’을 ‘흡연’으로

분류하 다. 스트 스 인지 정도는 ‘ 단히 많이 느낀다

와 많이 느낀다 조 느낀다’는 ‘있는 군’으로, ‘거의

느끼지 않는다와 느끼지 않는다’는 ‘없는 군’으로

재분류하 다. 신체 활동은 ‘최근 1주일 동안 걷기를 1

회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경우’를 ‘걷기 활동’

으로, ‘최근 1주일동안 평소보다 몸이 조 힘들거나 숨

이 약간 가쁜 정도의 신체 활동을 1회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경우’를 ‘ 등도 활동’으로, ‘최근 1주일 동

안 평소보다 몸이 매우 힘들거나 숨이 많이 가쁜 정도의

신체 활동을 1회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실천한 경우’를

‘격렬한 활동’으로 정의하 다.

2.2.2 비타민 D

비타민 D의 상태를 평가하기 해서는 25(OH) D3이

가장 많고 안정하므로 비타민 D 농도 측정에 이용

되었고, 연구 목 과 최근 경향에 따라 20.0 ng/mL 이상

을 충분, 10.0-19.9 ng/mL은 불충분, 10.0 ng/mL 미만은

결핍으로 구분하 다[5].

2.2.3 심혈  질환 련 지표

심 험도는 심 질환 련 지표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미국심장 회[26]에서 발표한 심 질환

험도 계산 기 에 제시된 지표 4개(나이, 수축기 압, 

총콜 스테롤, 고 도 콜 스테롤)로 정하 고, 이에 당

화 색소, 당, 도 콜 스테롤, 성지방, 이완기

압을 추가하여 분석하 다.

신체 계측은 검진 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신장(Height, 

cm), 체 (Kg) 허리둘 (Waist circumference, WC)

를 이용하 고,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는

체 을 신장의 제곱근으로 나 어 계산하 다[24]. 체질

량지수는 체 은 25.0 kg/m²를 기 으로 ‘미만’을 ‘정

상’으로, ‘이상’을 ‘과체 비만’으로 분류하 다.

압 측정은 검사 에 피검사자가 5분 간 안정을 취

한 후 담당 간호사의 리하에 수은 압계(Wall Unit 

33, Baumanometer, America)를 이용하여 우측 상완에

서 측정하 다[25]. ‘수축기 압 120 mmHg 미만이고, 

이완기 압 80 mmHg 미만인 사람’은 ‘정상(Normal)’으

로, ‘수축기 압 120 mmHg 이상 는 140 mmHg 미만

이고, 이완기 압 80 mmHg 이상 는 90 mmHg 미만

인 사람’은 ‘고 압 단계(Pre-hypertension)’로, ‘수축

기 압이 140 mmHg 이상 는 이완기 압이 90 

mmHg 이상 는 고 압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을

‘고 압(Hypertension)’으로 분류하 다.

당화 색소(HbA1c, Hemoglobin A1c)는 당뇨병 유

병자 6.5% 이하는 정상(Normal), 6.5% 이상은 당뇨

병(DM, Diabetes Mellitus)으로, 공복 당(FBS, Fasting 

Blood Sugar)은 ‘공복 당이 100.0 mg/dL 미만인 사람’

은 ‘정상(Normal)’으로, ‘공복 당이 100.0 mg/dL 이상

에서 126.0 mg/dL 미만인 사람’을 ‘공복 당장애(IFG, 

Impaired Fasting Glucose)’로, ‘공복시 당이 126.0 

mg/dL 이상 는 당 강하제를 복용하거나 는 인슐

린 주사를 투여 받고 있는 사람’을 ‘당뇨병(DM, 

Diabetes Mellitus)’으로 분류하 다.

각각 검사 항목의 공복시 한계치로 총 콜 스테롤

(TC, Total Cholesterol)은 240.0 mg/dL 이상 는 고지

증 약물 사용한 경우, 성지방(TG, Triglyceride)은

200.0 mg/dL 이상인 경우, 도 콜 스테롤(LDL-C, 

LDL-Cholesterol)은 160.0 mg/dL 이상인 경우, 고 도

콜 스테롤(HDL-C, HDL-Cholesterol)은 40.0 mg/dL 

미만인 경우이다[27]. 총콜 스테롤/고 도 콜 스테롤

비율이 5.0 이상과 도 콜 스테롤/고 도 콜 스테

롤 비율이 3.5 이상인 경우이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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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료 

자료 분석 IBM SPSS version 21.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 으며, 복합표본 설계로 해당하는 한 가 치

를 용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 상자들의 각각

의 특성들을 알아보기 해 빈도분석을 실시하 고, 

청 비타민 D 수 과 심 질환 련 지표에 따른 일반

특성과 건강 행태 특성 지표와의 계를 검정하는데

교차분석을 실시하 다. 청 비타민 D 수 과 심

질환 련 지표와의 련성을 분석하기 해 변수를 보

정한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다. 교차비(Odds ratio, OR)와 95% 신뢰 구간

(Confidence intervals, CI) 내에서의 유의성을 검정하

다. 모든 분석에는 가 치를 용하 고, 통계 유의수

은 P value 0.05 미만으로 정의하 다.

3. 연  결과

3.1 연 대상  심혈  질환 련 지표

연구 상자는 총 4,013명으로 남자가 1,965명, 여자

가 2,408명이었고, 성별에 따라 상자의 일반 특성을

비교하면 수축기 압(p<0.001)과 이완기 압(p<0.001), 

공복 당(p<0.001), 당화 색소(p=0.003), 고 도 콜

스테롤(p=0.039), 성지방(p<0.001), 체질량지수(p=0.013)

비타민 D(p<0.001)에서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그 밖에 연령, 총콜 스테롤, 도 콜 스테롤, 

총콜 스테롤/고 도 콜 스테롤, 도 콜 스테롤/고

도 콜 스테롤, 허리둘 에서는 남녀 간에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Table 1). 

Table 1. Indices related to cardiovascular disease of study subjects

Variable Total(n=3014) Male(n=1965) Female(n=2048) P valueα

Age (year) 44.41±14.76 44.62±14.78 44.22±14.74 0.873

SBP (mmHg) 115.97±15.81 118.88±14.69 113.18±16.34 <0.001

DBP (mmHg) 75.21±10.22 77.79±10.40 72.74± 9.40 <0.001

FBS (mg/dL) 97.96±20.29 100.05±20.61 95.96±19.79 <0.001

HbA1c (%) 5.76± 0.76     5.81± 0.81 5.71± 0.71 0.003

TC (mg/dL) 187.08±35.25 186.78±34.82 187.37±35.66 0.055

HDL cholesterol (mg/dL) 52.59±12.17 49.31±11.56 55.74±11.90 0.039

Triglyceride (mg/dL) 137.53±115.07 163.54±136.94 112.57±81.77 <0.001

LDL cholesterol (mg/dL) 110.38±31.06 110.14±30.64 110.62±31.47 0.546

TC/HDL-C ratio 2.76± 1.80 2.75± 1.81 2.78± 1.79 0.290

LDL-C/HDL-C ratio 1.59± 1.14 1.56± 1.14 1.62± 1.14 0.659

BMI (Kg/m2) 23.78± 3.54 24.34± 3.35 23.24± 3.64 0.013

WC (cm) 80.50±10.03 84.18± 9.24 76.97± 9.47 0.301

Vitamin D (ng/mL) 16.86± 6.62 17.74± 6.63 16.01± 6.50 0.169

* All Data are presented as Mean±SD.
*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FBS, Fasting blood sugar; TC, Total cholesterol;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LDL, low density lipoprotein; BMI, body mass index; WC, Waist circumference; Vitamin D, 25-hydroxyvitamin D3; SD, standard deviation. 
α P value was taken by unpaired t-test.

Table 2. Relevance of vitamin D levels in accordance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N(%)

Variable Category

Vitamin D (ng/mL), N(%)

P value*≦ 10.0 10.0-19.9 ≧ 20.0

530(13.2) 2402(59.9) 1081(26.9)

Gender Male 198(10.1) 1146(58.3) 621(31.6) <0.001

Female 332(16.2) 1256(61.3) 460(22.5)

Age (year) 19-44 322(15.7) 1332(65.1) 393(19.2) <0.001

45-64 161(10.5) 848(55.5) 519(34.0)

≦ 65 44(10.3) 213(50.0) 169(39.7)

Married status No married 208(21.2) 646(65.9) 126(12.9) <0.001

Married 279(10.5) 1536(57.7) 846(31.8)

Other(married) 43(11.6) 220(59.1) 109(29.3)

Place Urban 467(14.0) 2037(61.0) 837(25.1) <0.001

Rural 63 (9.4) 365(54.3) 244(36.3)

* by chi-square test(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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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적 특 에  혈청 비타민 D 수준

과  련

일반 특성에 따른 청 비타민 D 수 은 결핍군이

13.2%, 불충분군이 59.9%, 충분군이 26.9%이었다. 일반

특성 성별에서 여성에서는 결핍군이 16.1%, 불충

분군이 61.3%로 남자의 10.1%, 58.3%보다 높고 유의하

다(p<0.001). 연령에서 19-44세는 결핍군이 15.7%, 불

충분군이 65.1%로 46-64세와 65세 이상보다 높았고, 65

세 이상은 충분군이 39.7%로 19-44세와 46-64세 보다

높고 유의하 다(p<0.001). 결혼 상태에서 미혼은 결핍

군이 21.2%, 불충분군이 65.9%로 기혼이나 기타에 비해

높고 유의하 다(p<0.001). 거주 지역에서 도시는 결핍

군이 14.0%, 불충분군이 61.0%로 농 결핍군이 9.4%, 

불충분군이 54.3%에 비해 높고 유의하 다(p<0.001) 

(Table 2).

3.3 건강 특 에  혈청 비타민 D 수준과

 련

건강 특성 압에서 정상은 결핍군이 14.2%, 불충

분군이 61.9%로, 고 압 단계의 결핍군 11.7%, 불충

분군 57.4%와 고 압의 결핍군 12.0%, 불충분군 56.0%

에 비해 높았으며 압에 따른 비타민 D의 차이는 유의

하 다(p<0.001). 신체 활동에서 걷기 실천을 하지 않는

군의 결핍군이 17.9%, 불충분군이 63.8%로 하는 군의

결핍군이 7.0%, 불충분군이 54.7%에 비해 높았으며

(p<0.001), 등도 실천을 하는 군의 결핍군이 16.3%, 

불충분군이 60.7%로 하지 않는 군의 결핍군이 11.8%, 

불충분군이 59.5%에 비해 높고 유의하 다(p<0.001). 

체질량지수에서 정상은 결핍군이 18.9%, 불충분군이

54.8%로, 과체 비만은 결핍군이 15.7%, 불충분군

이 55.9%에 비해 높고 유의하 다(p=0.047). 허리둘

에서 85.0 미만은 결핍군이 19.0%, 불충분군이 55.6%, 

충분군이 25.4% 고, 85.0 이상은 결핍군이 15.6%, 불

충분군이 54.3%, 충분군이 30.1%로 유의하 다

(p=0.001)(Table 3).

3.4 생화학적 지표 수준에  혈청 비타민 

D  련

생화학 인자 공복 당에서 정상은 결핍군이

14.22%, 불충분군이 61.1%, 충분군이 24.7%, 공복 당

장애는 결핍군이 10.8%, 불충분군이 56.5%, 충분군이

32.7%, 당뇨병은 결핍군이 10.4%, 불충분군이 58.8%, 

충분군이 30.8%로 유의하 다(p<0.001). 총 콜 스테롤

에서 240.0 mg/dL 이하는 결핍군이 13.4%, 불충분군이

60.3%, 충분군이 26.3%, 240.0 mg/dL 이상은 결핍군이

12.1%, 불충분군이 56.3%, 충분군이 31.6%로 유의하

다(p=0.039). 고 도 콜 스테롤에서 40.0 mg/dL 이상

은 결핍군이 12.9%, 불충분군이 60.6%, 충분군이

Table 3. Relevance of vitamin D levels in accordance by health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N(%)

Variable Category
Vitamin D (ng/mL)(%)

P value*

≦ 10.0 10.0-19.9 ≧ 20.0

Blood pressure (mmHg) Normal 335(14.2) 1460(61.9) 564(23.9) <0.001

Pre-hypertension 134(11.7) 658(57.4) 355(31.0)

Hypertension 61(12.0) 284(56.0) 162(32.0)

Alcohol drinking Non-drinking 244(13.8) 1034(58.6) 487(27.6) 0.323

Drinking 286(12.7) 1368(60.9) 594(26.4)

Smoking status Non-smoking 417(13.5) 1853(59.9) 826(26.7) 0.595

Smoking 113(12.3) 549(59.9) 255(27.8)

Usual stress Yes 444(12.9) 2084(60.5) 919(26.7) 0.126

No 86(15.2) 318(56.2) 162(28.6)

Physical activity

Walking No 408(17.9) 1450(63.8) 416(18.3) <0.001

Yes 122 (7.0) 952(54.7) 665(38.2)

Moderate No 328(11.8) 1652(59.5) 796(28.7) <0.001

Yes 202(16.3) 751(60.7) 285(23.0)

High No 215(12.1) 1098(61.6) 469(26.3) 0.071

Yes 315(14.1) 1304(58.4) 612(27.4)

BMI (kg/m2) Normal 516(18.9) 1499(54.8) 718(26.3) 0.047

Overweight and Obesity 201(15.7) 716(55.9) 363(28.4)

WC (cm) < 85.0 515(19.0) 1509(55.6) 690(25.4) 0.001

≧ 85.0 202(15.6) 706(54.3) 391(30.1)

* by chi-square test(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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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40.0 mg/dL 미만는 결핍군이 15.4%, 불충분군

이 54.9%, 충분군이 29.7%로 유의하 다(p=0.038). 

성지방에서 200.0 mg/dL 미만은 결핍군이 13.2%, 불충

분군이 61.1%, 충분군이 25.7%, 200.0 mg/dL 이상은 결

핍군이 13.1%, 불충분군이 54.4%, 충분군이 32.5%로

유의하 다(p=0.001). 도 콜 스테롤/고 도 콜 스

테롤에서 3.5 미만은 결핍군이 12.9%, 불충분군이

59.9%, 충분군이 27.1%, 3.5 이상은 결핍군이 19.6%, 

불충분군이 57.7%, 충분군이 22.7%로 유의하 다

(p=0.037)(Table 4).

3.5 혈청 비타민 D 수준과 심혈  질환 련 

지표들과  련

청 비타민 D 수 이 20.0 ng/mL 이상에 비해 미만

인 경우, 연령은 19-44세에 비해 45-64세에서 교차비가

1.715(95% Cl, 1.528-1.925)로, 65세 이상에서

2.045(1.708-2.450)로 유의하 다(p<0.001). 체질량지수는

정상에 비해 과체 비만에서 교차비가 1.127(95% 

Cl, 1.012-1.255)로 유의하 고(p=0.029), 허리둘 는 정

상에 비해 85.0cm 이상에서 교차비가 1.124(95% Cl, 

1.099-1.363)로 유의하 다(p<0.001). 교차비가 1.127(95% 

Cl, 1.012-1.255)로 유의하 고(p=0.029). 당은공복

Table 4. Relevance of vitamin D levels in accordance by biochemical factor indices of study subjects      N(%)

Variable Category
Vitamin D (ng/mL)(%)

P value*

≦ 10.0 10.0-19.9 ≧ 20.0

FBS (mg/dL) Normal 403(14.2) 1728(61.1) 698(24.7) <0.001

IFG 102(10.8) 533(56.5) 309(32.7)

DM 25(10.4) 141(58.8) 74(30.8)

TC (mg/dL) < 240.0 468(13.4) 2113(60.3) 919(26.3) 0.039

≧ 240.0 62(12.1) 289(56.3) 162(31.6)

HDL-C (mg/dL) ≧ 40.0 448(12.9) 2110(60.6) 923(26.5) 0.038

< 40.0 82(15.4) 292(54.9) 158(29.7)

TG (mg/dL) < 200.0 435(13.2) 2009(61.1) 846(25.7) 0.001

≧ 200.0 95(13.1) 393(54.4) 235(32.5)

LDL-C (mg/dL) < 160.0 509(13.5) 2254(59.6) 1021(27.0) 0.137

≧ 160.0 21(9.2) 148(64.6) 60(26.2)

TC/HDL-C ratio < 5.0 486(13.2) 2209(59.8) 998(27.0) 0.896

≧ 5.0 44(13.8) 193(60.3) 83(25.9)

LDL-C/HDL-C ratio < 3.5 498(12.9) 2308(59.9) 1044(27.1) 0.037

≧ 3.5 32(19.6) 94(57.7) 37(22.7)

HbA1c(%) < 6.5 663(18.0) 2035(55.3) 981(26.7) 0.355

≧ 6.5 53(15.9) 181(54.2) 100((29.9)

* by chi-square test(p<0.05)

Table 5. Relevance of cardiovascular clinical characteristics indicator according to the vitamin D level
Variable Category Independent variable β P value OR(95% CI)

Vitamin D
< 20.0(ng/mL)

Age (year) 45-64 0.540 <0.001 1.72(1.528-1.925)

65≦ 0.716 <0.001 2.05(1.708-2.450)

Blood pressure
(mmHg)

Pre-hypertension 0.263 <0.001 1.30(1.153-1.466)

Hypertension 0.269 0.001 1.31(1.112-1.541)

BMI(Kg/m2) Overweight & Obesity 0.125 0.029 1.13(1.013-1.268)

WC(cm) ≧ 85.0 0.192 0.001 1.12(1.083-1.356)

FBS (mg/dL) IFG 0.314 <0.001 1.37(1.207-1.553)

DM 0.273 0.019 1.31(1.045-1.652)

HbA1c(%) ≧ 6.5 0.096 0.327 1.10(0.909-1.334)

TC (mg/dL) ≧ 240.0 0.261 0.001 1.30(1.109-1.519)

HDL-C (mg/dL) < 40.0 -0.003 0.998 1.00(0.855-1.163)

TG (mg/dL) ≧ 200.0 0.180 0.010 1.20(1.044-1.373)

LDL-C (mg/dL) ≧ 160.0 0.065 0.565 1.07(0.855-1.333)

TC/HDL-C ratio ≧ 5.0 -0.032 0.746 1.00(0.800-1.174)

LDL-C/HDL-C ratio ≧ 3.5 -0.239 0.078 0.79(0.604-1.027)

*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djusted for Physical activity(p< 0.05).

* OR : Odds ratio, CI :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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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애에서교차비가 1.355(95% Cl, 1.201-1.528)로유의하

고(p<0.001), 당뇨병에서 교차비가 1.301(95% Cl, 

1.049-1.613)로 유의하 다(p=0.016). 총 콜 스테롤은

240.0 mg/dL 이상에서 교차비가 1.190(95% Cl, 

1.023-1.383)로 유의하 고(p=0.024), 성지방은 200.0 

mg/dL 이상에서 교차비가 1.198(95% Cl, 1.051-1.366)

로 유의하 다(p=0.007). 도 콜 스테롤/고 도 콜

스테롤은 5.0 이상에서 교차비가 0.749(95% Cl, 

0.582-0.964)로 유의하 다(p=0.025)(Table 5).

4. 고찰

비타민 D는 지용성 호르몬으로 인체 내에 들어오면

칼슘과 인의 장내 흡수를 조 하여 와 치아의 건강을

유지함에 있어 요한 역할을 한다[1,2]. 비타민 D

의 결핍으로 인해 면역 체계의 기능이 약화되고, 반

으로 신체 건강의 질병 발생 험이 높아지는데, 근골격

계 질환 심 질환의 발생 험과 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3,4].

심 질환은 방이 가능한 험 요인으로써 합병

증으로 인한 장애와 조기사망에 한 련성이 있다

[23]. 하지만 최근까지 비타민 D와 심 질환 련 요

인을 진단할 수 있는 련 지표들 간의 몇몇 연구들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도 진단 지표 간 연 성에

해 명확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심 질환 련 지표 간에 있어서 신체 활동을 통

제한 상태에서도 비타민 D가 독립 으로 작용하는지에

한 연구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제 6기 국민건강 양조사 원시자료를 바탕

으로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을 상으로 하여 청 비

타민 D 수 과 심 질환 련 지표 간의 련성을 알

아보고, 추가 으로 신체 활동 부분을 통제한 상태에서

도 비타민 D가 독립 으로 심 질환 련 지표

와의 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우리나라 성인의 비타민 D 결핍 수 은 제 5기

(2010-2011년) 국민건강 양조사 자료에서 70% 미만으

로 나타났는데[29], 본 연구에서는 6기(2013-2014년) 국

민건강 양조사 자료를 이용한 비타민 D의 결핍률(< 

20.0 ng/mL)이 인구 비 73.1%로 약간 증가하 다. 미

국의 국민건강 양조사[30]에서 비타민 D 불충분은

24%, 비타민 D 결핍은 10%로, 우리나라 성인을 상으

로 한 본 연구에서는 상 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비타민 D 결핍률이 높게 나타났다. 질병 리본부 보고

서[31]에 따르면 심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2005

년도 39.3%에서 2015년도 55.6%, 인구 10만 명당 55.6

명으로 지속 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청 비타민 D 수 과 심 질환 련 지표의 련

성을 분석한 결과, 비타민 D가 정상에 비해 결핍인

경우가 심 질환 련 지표 성별(p<0.001), 압

(p<0.001), 허리둘 (p=0.001), 체질량지수(p=0.047), 공

복 당(p<0.001), 총콜 스테롤((p=0.039),  고 도 콜

스테롤((p=0.038), 성지방(p=0.001), 도/고 도 콜

스테롤(p=0.037)로 유의하 다. 변수 신체활동을

통제한 상태에서 비타민 D 수 과 심 질환

련 지표 간에 계를 측정한 결과, 비타민 D가 결

핍일 때 연령에서는 45-64세의 교차비가 1.715(95% Cl, 

1.528-1.925)로, 65세 이상의 교차비가 2.045(95% Cl, 

1.708-2.450)로 유의하 다. 지질지표 총콜 스

테롤의 교차비가 1.298(95% Cl, 1.109-1.519)로, 성지

방의 교차비가 1.197(95% Cl, 1.044-1.373)로 통계 으

로 유의한 련성을 나타내었고, 그 외의 지표들에서는

련성의 차이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선행 연구로 해외에서는 청 비타민 D와 심 질

환 련 지표들에 해서 여러 다른 련성이 보고되고

있다[32-34]. Scragg 등[32]의 연구에서는 비타민 D와

압과 역의 련성이 있었고, Wang [33]의 연구에서는

비타민 D와 지질 총콜 스테롤, 고 도 콜 스

테롤과 성지방은 련성이 없었다. 국내 연구에서도

비타민 D와 심 질환 련 지표간의 명확한 결과들

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21-23]. Park 등[22]은 50세

이상 성인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타민 D와 허리둘

, 당, 고 압, 총콜 스테롤, 고 도 콜 스테롤, 

도 콜 스테롤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Kang 등

[23]은 농 40세 이상의 성인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타민 D와 고 도 콜 스테롤과 련성이 있었고, 남

성에서 비타민 D와 성지방에서 역의 련성이 있었고, 

여성에서는 수축기 압, 이완기 압, 총콜 스테롤에서

정 인 선형 계를 보 다. 이와 같이 비타민 D와의

연구 결과들이 각각의 연구마다 연구의 틀이나 상자에

따라 결과가 서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표할 수 있는 국민건강 양조사 자료로 분석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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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에서는 청 비타민 D 수 과 심 질환

련 지표 간의 연 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에서도

비타민 D와 심 질환 련 지표와의 련성을 가지

고 있는 신체 활동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공복 당, 

총콜 스테롤, 성지방의 유의한 결과를 보여 으로써

이들 간의 련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비타민 D는 피부 표면과 음식 섭취를 통해 인체 내에

서 생성되고, 간을 통해 활성화되어 단백질 분해효소의

조 을 통해 지질의 조 에 직·간 으로 연 성

이 있다[35]. 청 비타민 D가 인체 내에서 결핍 될 경우

장내에 비타민 D의 흡수율은 부족해지고, 비타민 D의

합성이 부족해 진 간에서는 지질의 분비와 생성에 문제

가 생기게 된다. 결국 사과정 지질 등의 분해

효소물질의 사가 원활하지 않게 되고 체지방량의 증가

로 복부에 비만이 발생하게 되므로[36], 이러한 만성질

환 심 질환의 발생 험에 향을 주게 되는

요한 련 요인인 비타민 D의 결핍을 방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 인 심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청 비타민 D 결핍과 심 질

환 지표 간의 련성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심 질

환 험을 낮추기 해서는 련요인 하나인 비타민

D의 결핍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요한 것은 체내의 비

타민 D의 부분은 햇볕을 통해 얻어지므로 당한 야

외활동을 통한 햇볕을 쬐어 비부에서 합성된 비타민 D

가 잘 생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에 야외 활동

이 어렵다면 평소 비타민 D 성분이 함유된 버섯이나 등

푸른 생선 등의 식품을 자주 섭취하거나, 필요할 경우는

비타민 D 제제를 주기 으로 보용하는 것이 꾸 히 실

천된다면 심 질환의 발생 험률과 연 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청 비타민 D 결핍에 해 충분한 개선 가

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 밖에 심 질환의 험 요인들의 연 성에서는

성별, 압, 체질량지수, 허리둘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그 에 심 질환의 발생과 한 련이 있는

요인인 압은 고 압 단계에서 교차비가 1.300(95% 

Cl, 1.153-1.466)로, 고 압에는 1.309(95% Cl, 

1.112-1.541)로 높았다. 체질량지수는 과체 비만에

서 교차비가 1.133(95% Cl, 1.013-1.268)로 높았고, 허

리둘 는 85cm 이상에서 교차비가 1.121(95% Cl, 

1.083-1.356)로 높았다. 공복 당은 공복 당장애의 교

차비가 1.369(95% Cl, 1.207-1.553)로, 당뇨병은 교차비

가 1.314(95% Cl, 1.045-1.652)로 높았다. 이는 당뇨병

환자가 정상인에 비해 체질량지수가 증가한 상태에서 심

질환 발생률이 더 높았다고 한 연구 결과[37]와 유

사하 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비만의 향으로 인해 인

슐린 항성이 발생하여 간의 생성량 조 을 방해함으로

써 심 질환의 선행질환으로 잘 알려진 이상지질 증

을 발생시킬 험성이 높기 때문에 당 식이습 과

연 된 교육을 통해 지질의 개선 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정상 성인의 심 질환의 지속 인 증가 추

세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추어 볼 때, 비타민 D의

요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비타민 D 결핍시 충분한 공

이 가능한 올바른 섭취 가이드를 제공하여 비타민 D

의 정량을 유지할 수 있다면 심 질환의 발생 험

감소 충분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을 상으로 비타민 D 수

과 심 질환 련 지표와의 련성에 해 알아보았

으나, 몇 가지 제한 을 가지고 있다. 첫째, 단면연구이

므로 비타민 D 상태와 심 질환 련 지표에 한 시

간 선후 계를 명확히 설명하는데 부족할 수 있다. 둘

째, 우리나라 국민건강 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체

성인에 한 표성은 확보가 되었으나, 실제로 비타민

D의 측정이 체 참가자 에서 일부에 해당하게 되었

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비타민 D와 심 질환 련 지

표의 련성을 해석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제한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성인의 청 비타민 D와 심 질환 련 지표 총콜

스테롤, 성지방 공복 당과 연령, 압, 체질량지

수, 허리둘 에서 연 성이 있었다. 향후 청 비타민 D 

수 과 심 질환 련 지표에 한 좀 더 체계 인

코호트 연구 등 다양한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면 비타민

D와 심 질환 발생과의 인과 계를 확인하는데 도

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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