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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 성인의 비타민 D 상태와 복부지방 및 심혈관계
위험과의 관계
신새론1, 한아름1,*, 박성훈2
원광대학병원 1가정의학과, 2진단방사선과

Vitamin D Status and Its Relation with Abdominal Adiposity and
Cardiovascular Risk Factors of Korean Adults in Certain Areas
Sae-Ron Shin1, A Lum Han1,*, Seong-Hoon Park2
Departments of 1Family Medicine, 2Radiology Medicine, Hospital of Wonkwang University, Iksan, Korea

Background: Vitamin D is thought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adipogenesis and in preventing a variety of diseases. There are few studies that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vitamin D and the distribution of fat in Korean population. This study analyzed the vitamin D status in adults
and evaluated its relationship with obesity also with cardiovascular risk factors in a Korean community. Methods: Subjects involved patients
who visited a health promotion center. Anthropometric measurements as in subcutaneous adipose tissue, visceral adipose tissue, body mass
index, waist circumference, and blood pressure were assessed. Blood tests including glucose, hemoglobin A1c, lipid profiles, 25(OH)D were
evaluated. We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25(OH)D concentrations with obesity factors and with cardiovascular risk factors. Results:
Among the studied patients, 25(OH)D status was sufficient for 2.7%, insufficient for 27.2%, and deficient for 70.1%. 25(OH)D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visceral adipose tissue, but no association was found between subcutaneous fat, waist circumference and body mass index.
Among cardiovascular risk factors, glucose, hemoglobin A1c,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low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vitamin D. Conclusion: Vitamin D deficiency was found in 70.1% in this community. Vitamin D level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visceral adipose tissue among abdominal fat tissue, but less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cardiovascular risk factor.
Key words: Vitamin D deficiency, Visceral adipose tissue, Cardiovascular risk factor

서도 제1형과 2형 당뇨병, 고혈압, 다발성 경화증, 유방암, 대장암, 전립

서 론

선암 등 일부 암의 발생과 연관될 수 있다고 알려졌다.1,3 그러므로 성
비타민 D가 심하게 결핍되면 골연화증, 골다공증, 골절빈도 증가,
구강질환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비타민 D는 골대사에서 필수
1

인의 비타민 D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여러 가지 중요한 임상적 의
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밖에도 지방세포의 형성과 암, 당뇨병, 고혈압,

비타민 D의 체내 상태는 활성형인 1, 25(OH)2D (1, 25-dihyroxyvi-

면역질환의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비

tamin D)보다는 반감기가 2-3주로 상대적으로 긴 25(OH)D로 측정

타민 D 결핍은 아니지만 정상 이하인 상태, 즉 비타민 D 부족 상태에

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5(OH)D 농도가 10 ng/mL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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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결핍, 20 ng/mL 이하인 경우를 부족으로 정의하였고4, 미국 Insti-

민을 복용 중인 사람들과 비타민 D의 결핍을 초래할 수 있는 신장질

tute of Medicine (IOM)에서는 12 ng/mL 이하를 결핍, 20 ng/mL 이

환, 흡수장애, 갑상선이나 부갑상선기능항진증 등의 질환자를 제외

상을 정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기준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한 364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상자에게 연구 참여의 자

있지 않아 20 ng/mL (50 nmol/L) 이하를 비타민 D 결핍으로, 21-29

율성, 익명성 보장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여 서면 동의를 받았다.

5

ng/mL를 상대적인 부족, 30 ng/mL 이상을 충분상태로 정의하기도

한다.6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나온 자료1,6를 기준으로 하여 일개 대학

2. 연구방법

병원 방문자의 비타민 D의 상태를 관찰하였다.

1) 측정 방법

기존 여러 연구에서 비만과 25(OH)D 농도는 유의한 역 상관관계

대상자에게 자가 기입 설문지를 배부하고 의사와의 면담을 거쳤으

를 보이고 있다. 몇몇 외국 연구들에서는 비타민 D가 체중 증가의

며 최소 12시간 금식을 요청한 후 공복상태 혈액을 채취, 분석하였다.

독립적인 예측 인자일 수 있고 불충분한 상태는 비만과 연관이 있다

비타민 D 농도는 혈중 25(OH) 비타민D2, D3를 측정하였는데, 이는

고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computed tomography (CT)를 통해 정

25-Hydroxyvitamin D RIA kit (DiaSorin, Stillwater, MN, USA)를

확하게 측정한 복부 지방과 비타민 D와의 연관성을 분석한 우리나라

이용하여 방사선면역측정법(radioimmunoassay, RIA)으로 측정하였

연구 보고가 미흡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비만에 비타민 D

다. 당화혈색소(hemoglobin A1c, HbA1c), 공복 혈당(fasting glucose),

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은 지방세포의 형성이 1α, 25 dihy-

총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 중성지방(triglyceride, TG), 고밀도

droxyvitamin D에 의해 억제된다는 가설에 근거한다. 비만인에서는

콜레스테롤(HDL cholesterol), 저밀도콜레스테롤(LDL cholesterol)

비타민 D의 활성화에도 문제가 생겨 비타민 D2를 보충하고 자외선에

은 ADVIA 1650 (Bayer diagnostics, Terrytown, NY, USA)을 사용하

충분히 노출시킨다 하여도 비만하지 않은 비교군에 비해 25(OH)D

여 측정하였다.

7,8

7,8

9

농도가 낮게 측정된다.

신체계측은 교육을 받은 간호사에 의해 측정되었다. 혈압은 대상자

10

비타민 D가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및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 최소 10분 이상 안정을 취한 후, 자동 혈압 측정기(BP-8800C) (Co-

서도 최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전에 심혈관 질환이 없었던 1,739명

lin electronics Co. LTD, Japan)로 측정하였고, 연속으로 두 번 측정한

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Framingham offspring study에서는 25(OH)D

후 혈압의 평균값을 기입하였다. 체중과 신장은 소수점을 반올림하

농도가 15 ng/mL 미만인 경우가 그 이상인 경우보다 심혈관질환 발생

여 각각 kg, cm 단위로 측정하였다.

위험이 62% 증가했고 특히 고혈압이 기존에 있었던 환자에서 더 분명

또한 모든 환자들에게 CT (SIEMENS)를 실시하여 요추 4-5 수준을

한 결과를 보였다. 세 번째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

횡단하여 Hounsfield number -150∼-50에 속하는 부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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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 Survey (NHANES III)에서는 혈청 25(OH)D가 가장 낮은 군에 비

해 가장 높은 군의 수축기 혈압이 3 mmHg, 이완기 혈압이 1.6 mmHg

2) 혈중 25(OH)D의 분류

낮게 측정되어 유의한 역의 상관성을 보여 주었다.12 또한 남성을 대상

비타민 D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혈중 25(OH)D 농도를 Holick1

으로 한 Health Professionals’ Follow-up Study와 여성을 대상으로

의 연구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연구 목적과 최근 경향

한 Nurses’ Health Study에서는 4년간 관찰한 결과 25(OH)D 농도가

에 따라 20 ng/mL (50 nmol/L) 미만을 비타민 D 결핍으로, 21-29 ng/

30 ng/mL 이상인 군에 비해 15 ng/mL 미만인 군에서 4년 후 고혈압

mL를 상대적인 부족, 30 ng/mL 이상을 충분상태로 정의하였다.

발생위험이 3.1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병원 건강검진센터에 내원한 일부 지역

3) 비만 지표

일반 성인들의 비타민 D 상태를 확인하고, 아직은 한국의 연구 자료

비만 지표는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내장지방면적, 피하지방면적으

가 부족한 비타민 D와 비만 지표와의 연관성을 분석해 보았고 추가

로 평가하였다. 체질량지수는 대상자의 키와 체중을 측정한 후 몸무

적으로 심혈관질환 위험도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았다.

게(kg)/키(m)의 제곱으로 계산하였다. 허리둘레는 환자가 서 있는 상
태에서 엉덩뼈결절과 갈비뼈 아랫부분 경계의 사이에서 측정하였다.

방 법

피하지방면적과 내장지방면적은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에서 단면적
을 측정하여 계산하였다. 연구 목적에 따라 피하지방면적은 배꼽 높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일개 대학병원 건강
증진센터를 방문했던 492명 중 비타민 D가 포함된 약이나 종합비타

http://dx.doi.org/10.7570/kjo.2015.24.1.30

이에서 피부와 복직근, 복사근, 척주기립근 사이에 있는 지방으로 정
의하였다. 내장지방면적은 같은 높이에서 복직근, 복사근, 요방형근,
요근, 요추에 의해 둘러싸인 복부내부 지방면적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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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008), 고밀도 콜레스테롤 (P < 0.001), 중성지방(P = 0.003),

4) 심혈관질환 위험도

심혈관질환 위험도는 심혈관 위험요인으로 측정하였다. 심혈관 위
험요인은 2010년에 미국심장협회에서 발표한 심혈관질환 위험도 계

25(OH)D (P = 0.001), 내장지방면적(P = 0.001), 피하지방면적(P <
0.001), BMI (P < 0.001)는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1).

산 기준 에 제시된 지표 6개(나이, 총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
14

수축기 혈압, 흡연, 당뇨병) 중 나이, 흡연과 당뇨병 유무를 제외하고,
당화혈색소, 혈당, 저밀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완기 혈압을 추가
하여 총 8개로 구성하였다.

2. 25(OH)D와 비만 지표와의 상관성
연령, 성별, 계절을 보정 후 25(OH)D와 비만 지표와의 상관성을 분
석한 결과에서는 25(OH)D는 내장지방면적 -0.545 (95% CI, -1.068~
-0.022; P = 0.041)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피하지방면적, 허리

3. 통계분석

둘레, 체질량지수와는 연관성이 관찰되지 않고 있었다(Table 2).

통계분석을 위해 SPSS for window version 11.5 (SPSS, Chicago, IL,
USA)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P < 0.05로 하

3. 25(OH)D와 심혈관질환 위험도와의 상관성

였다. 비연속변수 간의 비교는 Chi-square test, 연속변수 간의 비교는

연령, 성별, 계절, BMI를 보정 후 25(OH)D와 심혈관질환 위험도와

Unpaired t-test를 이용하였다. 비만 관련 변수 및 심혈관질환 위험도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25(OH)D는 공복혈당(P = 0.018), 당화혈

변수들과 25(OH)D의 상관성은 다변량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색소(P = 0.010), 총콜레스테롤(P = 0.005), 중성지방(P = 0.007), 저밀도

test)을 사용하였다.

콜레스테롤(P < 0.001)에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수축기 혈
압, 이완기 혈압, 고밀도 콜레스테롤과는 연관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결 과

(Table 3).

1.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Table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연구 대상자에서 25(OH)D가 충분

상태는 2.7%, 부족 상태는 27.2%, 결핍 상태는 70.1%로 관찰되었다. 연
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체지방 분포, 혈액검사결과를 Table 1에 나

Table 2. Relations between 25(OH)D concentrations and obesity factors*
25(OH)D

타내었다. 연령, 당화혈색소, 총콜레스테롤, 저밀도콜레스테롤, 허리둘

Variables

레는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 외 혈압(P < 0.001), 공복혈당

VAT
SAT
Waist circumference
BMI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Age (year)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Glucose (mg/dL)
HbA1c (%)
Total cholesterol (mg/dL)
HDL cholesterol (mg/dL)
Triglyceride (mg/dL)
LDL cholesterol (mg/dL)
25(OH)D (ng/mL)
VAT (cm3)
SAT (cm3)
BMI (kg/m2)
Waist circumference (cm)

Male (n= 223)

Female (n= 155) P value*

51.76± 8.81
122.01± 12.53
73.02± 9.15
94.64± 26.17
5.91± 0.96
195.37± 39.28
49.12± 11.93
131.38± 141.84
111.40± 31.25
18.31± 6.87
80.00± 37.19
124.10± 60.29
25.04± 3.12
83.90± 8.98

53.13± 9.57
116.09± 12.33
69.58± 8.04
87.80± 19.84
5.89± 0.94
200.68± 35.16
56.60± 12.25
92.94± 76.18
113.31± 29.52
14.24± 6.22
67.25± 29.53
184.78± 59.79
23.58± 2.68
83.63± 6.88

0.163
< 0.001
< 0.001
0.008
0.856
0.188
< 0.001
0.003
0.56
0.001
0.001
< 0.001
< 0.001
0.763

Data are presented as Mean± SD or N (%) unless otherwise indicated.
25(OH)D, 25-hydroxyvitamin D;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LDL, low density lipoprotein; VAT, visceral adipose tissue; SAT, subcutaneous adipose tissue; BMI, body mass
index; SD, standard deviation.
*P value was taken by unpaired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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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P value

-0.545
-0.831
0.058
0.005

0.041
0.09
0.385
0.846

95% CI
-1.068
-1.792
-0.074
-0.043

~
~
~
~

-0.022
0.129
0.190
0.053

P value was taken by multiple regression test.
25(OH)D, 25-hydroxyvitamin D; VAT, visceral adipose tissue; SAT, subcutaneous adipose
tissue; BMI, body mass index; CI, confidence interval.
*Adjust for age, sex, and season.

Table 3. Relations between 25(OH)D concentrations and cardiovascular factors*
Variables

25(OH)D

Systolic blood pressure
Diastolic blood pressure
Glucose
HbA1c
Total cholesterol
HDL cholesterol
Triglyceride
LDL cholesterol

β
-0.139
-0.086
-0.459
-0.022
-0.869
0.069
-2.684
-0.548

P value
0.152
0.222
0.018
0.010
0.005
0.481
0.007
< 0.001

95% CI
-0.329
-0.223
-0.840
-0.039
-1.468
-0.123
-4.462
-1.03

~
~
~
~
~
~
~
~

0.051
0.052
-0.078
-0.005
-0.270
0.260
-0.736
-0.064

P value was taken by multiple regression test.
25(OH)D, 25-hydroxyvitamin D;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LDL, low density lipoprotein; CI, confidence interval.
*Adjust for age, sex, season, and B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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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와는 대상과 측정 도구가 달랐지만 7-9세의 어린이를 대상

고 찰

으로 BMI, 허리둘레, 체내지방면적과 비타민 D와의 음의 상관관계를
단순히 비만과 비타민 D와의 연관성보다는 지방의 분포와의 관련

밝힌 국내 연구도 있다.22 본 연구와는 달리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성을 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내장지방면적과 피하지방면적으로 나

비타민 D와 대사증후군과의 연관성을 밝힌 국내 연구에서도 중성지

누어서 분석하였고, 추가적으로 심혈관 관련 인자들과의 연관성도

방과 혈압과 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왔고 이는 본 연구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연구 대상자에서 유일하게 비타민 D와 상관관계

도 비슷한 결과였다.23 또한 9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

가 있는 것은 CT로 측정한 내장지방면적과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총

서도 비타민 D와 대사증후군과의 음의 관계를 밝혔으며 허리둘레로

콜레스테롤, 고밀도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었다.

복부지방 정도를 측정하였다.24

연구결과 전체적 불충분한 상태는 96.8%로, 여성에서 97.4%, 남성

총 연구 대상자를 분석했을 때 25(OH)D가 혈당, 당화혈색소, 총콜

에서 96.4%가 불충분한 상태였다. 이는 다른 연구에서 혈청 25(OH)

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콜레스테롤과 연관성이 관찰되었지만 수

D 20 ng/mL 이하를 비타민 D 부족 기준으로 하였을 때 한국인의 비

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고밀도콜레스테롤과는 연관성이 관찰되지 않

타민 D 부족 비율은 남성 47.3%, 여성 64.5%이고, 30 ng/mL 이하를

았다. 이는 비타민 D의 부족은 심혈관 질환 및 대사증후군과 연관성

기준으로 하면 각각 86.8%, 93.3%에 이르는 것 과 비슷한 결과이다.

이 있다고 시사하는 연구25와 비교를 해볼 때 일부 관련인자가 일치하

연령구간별로 나누어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평균 비타민 D의 혈중 농

지 않는 결과이다. 그러나 비타민 D와 심혈관 관련 결과에 관한 51개

도는 남자 18.3 ng/mL, 여자 14.44 ng/mL로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

의 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논문26에서는 혈압, 혈당, 혈중 지질에 비타

사에 참여한 10세 이상 한국인의 혈청 25(OH)D의 평균 농도가 모든

민 D의 유의한 영향은 없었다고 결론 내리기도 했다. 일부 연구들이

연령구간에서 결핍(혹은 부족)의 기준인 20 ng/dL를 넘지 못하였다

비타민 D와 심혈관 질환과의 관련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심

는 연구 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혈관 질환으로 인해 활동이 불편하거나 신체활동 자체가 부족한 사

10

15

본 연구에서 BMI, 허리둘레 등 기본적인 비만 지표와 비타민 D와

람들은 대체로 자외선에 노출될 기회가 적고 이로 인해 25(OH)D의

의 상관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기존에 체질량지수와 허

농도가 낮을 수 있다. 그러므로 관찰 연구에서 25(OH)D의 농도가 심

리둘레가 25(OH)D 농도와 강한 연관성을 보였던 연구 와는 다른 결

혈관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원인이라기보다는 교란요인일 가능

과였다.

성을 배제할 수 없다.

10

내장지방면적 평가 도구 중 CT가 다른 검사에 비해 정확한 내장 지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 수가

방면적을 측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CT를 이용해 내장지방면

적고 또한 건강에 관심이 많은 대상자가 선정될 가능성이 있어 한국

적과 피하지방면적을 관찰하였고 내장지방면적이 비타민 D와 음의

성인을 대표할 수 없는 선택편견이 작용한 점이다. 둘째, 비타민 D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백인 여성에서 여러 혈액학적 인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인종, 계절성, 자외선노출정도, 활동성, 보

중 비타민 D가 내장지방면적을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인자라고 보

충제 사용여부 등)을 같이 고려하지 못한 점이다. 셋째, 흡연, 운동, 음

고한 연구 와 백인 사춘기 비만군을 대상으로 내장지방면적과 25

주 등 비만과 심혈관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평가하

(OH)D 농도가 강한 연관성을 보여준 연구 와 비슷한 결과라 할 수

지 못한 점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점들을 보완하여

있다.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CT와 DXA로 내장지방면적과 피하지방

다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의 전향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

면적을 측정하여 혈중 비타민 D와의 연관성을 분석한 또 다른 연구

료된다.

16

17

18

19

에서 내장지방면적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결과는 본 연구와 유

본 연구는 여러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

사하였으나 피하지방면적, BMI 등에서도 연관성을 보였던 것은 본 연

지 않은 비타민 D와 CT를 이용해 측정한 내장지방면적과의 상관성

구와 다른 결과였다.

을 밝힌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간단히 측정할

한국 중장년층의 성인에서 비타민 D와 복부지방면적, 인슐린저항
성과의 관계를 본 연구도 있지만 본 연구처럼 내장지방면적과 피하지

수 있는 다른 비만 지표는 상관성이 없다고 나와 특정 부위의 지방이
비타민 D와 더 밀접함을 알 수 있었다.

방면적을 나누지 않고 허리둘레를 이용하였고 허리둘레와 비타민 D
사이의 특별한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20 저근육형 비만과 내장 비만을

요 약

동시에 보기 위해 시행되어, CT로 측정한 내장지방면적과 비타민 D
와의 음의 상관관계를 밝힌 국내 연구가 있긴 하지만, 본 연구와는 달

배경: 비타민 D는 골 대사 뿐만 아니라 비만과의 연관성이 주목되고

리 연구대상을 65세 이상으로 제한하였다.

있는데 아직 한국인을 대상으로 지방 분포와 비타민 D와의 상관성을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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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가 미흡하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 일부지역 성인들의 비타

R. Estimates of optimal vitamin D status. Osteoporos Int 2005;16:

민 D 상태를 확인하고, 비타민 D와 비만 지표 및 심혈관질환 위험도

713-6.

의 연관성 유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7. Compston JE, Vedi S, Ledger JE, Webb A, Gazet JC, Pilkington TR.

방법: 일개 병원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했던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

Vitamin D status and bone histomorphometry in gross obesity. Am

로 성별, 연령,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25(OH)D, 혈당, 당화혈색소,

J Clin Nutr 1981;34:2359-63.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콜레스테롤, 저밀도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피하

8. Bell NH, Epstein S, Greene A, Shary J, Oexmann MJ, Shaw S. Evi-

지방, 내장지방, 체질량지수, 허리둘레를 측정하였다. 비타민 D와 비

dence for alteration of the vitamin D-endocrine system in obese

만 지표 및 심혈관질환 위험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subjects. J Clin Invest 1985;76:370-3.

결과: 전체 대상자 중 25(OH)D가 충분상태는 2.7%, 부족상태는

9. Kong J, Li YC. Molecular mechanism of 1,25-dihydroxyvitamin D3

27.2%, 결핍상태는 70.1%였다. 25(OH)D와 비만 지표와의 연관성은

inhibition of adipogenesis in 3T3-L1 cells. Am J Physiol Endocrinol

내장지방(95% CI, -1.068~-0.022; P = 0.041)이 음의 상관관계가 보였

Metab 2006;290:E916-24.

고 피하지방, 허리둘레, 체질량지수와의 연관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10. Wortsman J, Matsuoka LY, Chen TC, Lu Z, Holick MF. Decreased

심혈관 지표 중 25(OH)D와 관련성을 본 것에서는 공복혈당, 당화혈

bioavailability of vitamin D in obesity. Am J Clin Nutr 2000;72:

색소,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콜레스테롤이 음의 상관관계가

690-3.

있었다.

11. Wang TJ, Pencina MJ, Booth SL, Jacques PF, Ingelsson E, Lanier K,

결론: 일부 지역 성인의 비타민 D 결핍은 70.1%로 매우 높은 수준이

et al. Vitamin D deficiency and risk of cardiovascular disease. Cir-

었다. 비타민 D 농도는 복부내장지방과 연관성이 있어 보였고, 심혈관

culation 2008;117:503-11.

질환 위험요소 중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

12. Scragg R, Sowers M, Bell C. Serum 25-hydroxyvitamin D, ethnici-

밀도콜레스테롤과 의미 있는 상관성이 관찰되었다.

ty, and blood pressure in the Third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중심단어: 비타민 D 결핍, 내장지방, 심혈관계 위험 요소

Examination Survey. Am J Hypertens 2007;20: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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