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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Elevated plasma total homocysteine causes the risk of cardiovascular diseases. By reducing plasma total 
homocysteine may prevent cardiovascular diseases. Many studies showed that vitamin B12 and folic acid decrease 
homocysteine level when taken with calcium fortified drinking water. Our aim of this study was to demonstrate the 
association between plasma homocysteine concentrations and daily calcium intake.

Methods: Among 636 adults aged 40-69 years who visited a health promotion center of a university hospital from May 

2006 to April 2007, the study subjects were 567 who completed self-reported questionnaire. Self-reported calcium intake 
amount and their baseline health questionnaire were obtained. We measured height and weight by physical examination. 
Through blood test,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plasma creatinine and homocysteine level were evaluated. 

Results: The mean daily calcium intake of entire subjects was 770.1 ± 266.3 mg. The mean plasma homocysteine 

concentration was 10.6 ± 4.3 μmol/L.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plasma 
homocysteine level and body mass index, plasma creatinine level and calcium intake. Plasma homocysteine level was 
inversely associated with dietary calcium intake.

Conclusion: We found the calcium was inversely associated and homocysteine level an independent risk factor of 

cardiovascular diseases. However, further studies should be established to confirm if greater calcium intake may lower 
plasma homocystein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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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 고호모시스테인 혈증은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고

혈압 등과 함께 관상동맥질환 및 동맥경화증의 독립적인 인

자로 보고되고 있고,1) 뇌혈관질환, 말초혈관질환 등 광범위한 

혈관질환을 야기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혈관질환뿐 아니

라 간질, 유산, 각종 암질환과도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2-5) 일

반 인구에서도 약 5-7%에서 경증의 호모시스테인 혈증이 보

고되고 있으며,6) 대규모 전향적 연구 결과 혈중 호모시스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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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가는 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다.7-9) 호모시스테인은 식품으로 섭취할 수 없는 아미노산

으로 메치오닌이 시스틴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중

간 산물로써 혈관내피세포에 작용하여 내피세포를 직접 파괴

할 뿐만 아니라 아라키돈산의 대사를 변화시켜 혈소판의 혈

관 응집력을 증가시키고, 항혈전 응고인자의 활성도를 낮추

어 죽상동맥 경화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11) 이러

한 호모시스테인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인자에 대해 많은 관

심이 있는 가운데 여러 연구들에서 소량의 엽산은 호모시스

테인 수치를 감소시키며,12) 비타민 B6, B12도 호모시스테인 수

치를 낮추는 것으로 밝혀졌다.13) 또한 엽산, 비타민 B6, B12와 칼

슘을 강화시킨 물을 마셨을 때 대조군에 비해 혈중 호모시스

테인 수치가 감소함을 밝힌 여러 연구들도 있다.14,15)

칼슘 섭취가 뼈 대사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 밖에도 칼슘은 근육 수축과 이완 조절, 혈액 응

고, 신경 자극 전달, 효소 반응의 활성화, 호르몬 분비 자극 등

과 같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들어 칼슘 섭취의 증가가 

혈압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16) 하지만 칼슘섭취량과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칼슘

섭취량과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자 하였다.

방법

1. 연구 대상
2006년 5월부터 2007년 4월까지 한 대학병원 건강증진센

터를 내원한  수검자 중 40세에서 69세를 대상으로 하여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과 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약물을 복

용중인 자를 제외한 후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636명에 대해 설

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기입이 완전하지 못한 69명을 제외한 

56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 방법
자기 기입식 설문과 문진을 통해 수검자의 연령, 성별, 흡

연력, 음주력, 과거력 및 칼슘섭취량을 조사하였고, 신체 계측

을 통해 키와 체중을 측정하였다. 체질량지수는 측정한 키와 

체중을 통하여 계산하였다. 설문과 문진으로 1일 동안 섭취

한 음식명, 재료명, 목측량을 조사한 후 CAN Pro ver. 3.0 (The 

Korean Nutrition Society, Seoul, Korea)을 통해 음식을 통한 1일 

칼슘섭취량을 구하였다. CAN pro 3.0 프로그램은 2005년에 한

국영양학회에서 제정한 한국인영양섭취기준17)을 적용하여 

각 개인이 섭취한 영양소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

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문 영양사 1명이 24시간 회상법에 의

해 연구 대상자들의 식품섭취 여부를 조사한 후 이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칼슘섭취량을 구하였다. 또한, 칼슘보조제 복용

여부를 조사하여 1일 칼슘 섭취량을 구하였다.

8시간 이상 금식 후 혈액을 채취하였고 자동화 분석기

(TBA 2000FR; Toshiba,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중성지방, 

총 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및 크리아티닌을 측정하였다. 호모시스테인은 

fluorescence polarization immunoassay (FPIA) 법에 의한 IMX. 

homocysteine assay (Abbo�, Chicago, IL, USA)으로 측정하였으

며, 정상 범위는 3.7-13.9 μmol/L이다. 

3. 통계 처리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알아보기 위

해 기술 통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흡연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로 분류하였고, 음주는 음주자와 비음주자로 나누어 빈도 분

석을 실시하였다. 음주자와 비음주자에 대한 정의는 “술을 마

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분류하였다. 

나이, 성별, 체중, 체질량지수,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

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칼슘섭취

량, 혈중 크리아티닌, 음주력과 흡연력을 독립변수로 설정하

고, 혈중 호모시스테인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후 다중회귀분

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연구 대상자 총 567명 중 남자는 333명, 여자는 234명이었

다. 나이는 40세에서 69세까지 분포되어 있고, 이들의 평균은 

51.3±7.8세였다. 평균 체중은 65.6±11.1 kg이고, 분포는 37.6 kg

에서 102.2 kg로 대상자들 사이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체질

량지수의 평균은 24.2±2.9 kg/m2이었다. 평균 일일 칼슘섭취량

은 770.1±266.3 mg이었고, 507명이 하루권장량인 1,000 mg보

다 적게 섭취하고 있었다. 혈중 총콜레스테롤의 평균은 193.7

±35.3 mg/dL이었고, 중성지방의 평균은 124.2±78.8 mg/dL였

다. 혈중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의 평균은 55.5±13.7 mg/

dL였고 혈중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의 경우 평균은 113.3±

33.0 mg/dL였다.  연구대상자들의 평균 혈중 크레아티닌은 1.0

±0.2 mg/dL이었고, 평균 호모시스테인은 10.6±4.3 μmol/L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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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65명이 정상보다 높은 13.9 μmol/L 이상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31.6%인 179명이 현재 흡연을 하고 있었고, 55.6%인 

315명이 음주를 하고 있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Variables Male (N = 333) Female (N = 234) Total (N = 567)

Age (y) 49.7 ± 7.4 51.9 ± 7.0 51.3 ± 7.8

Body weight (kg) 69.7 ± 9.4 57.8 ± 7.7    65.6 ± 11.1

BMI (kg/m2) 24.3 ± 2.8 23.8 ± 2.9 24.2 ± 2.9

Calcium intake (mg/d)    768.8 ± 184.1    771.9 ± 215.6    770.1 ± 266.3

Total cholesterol (mg/dL) 192.4 ± 34.9 195.4 ± 36.2 193.7 ± 35.3

Triglyceride (mg/dL) 132.6 ± 81.1    94.6 ± 67.3 124.2 ± 78.8

HDL-C (mg/dL)    51.2 ± 13.2    59.6 ± 14.3    55.5 ± 13.7

LDL-C (mg/dL) 112.7 ± 31.2 116.6 ± 35.2 113.3 ± 33.0

Serum creatinine (mg/dL)   1.1 ± 0.1   0.8 ± 0.1    1.0 ± 0.2

Homocysteine (μmol/L) 12.2 ± 4.2   8.7 ± 1.9 10.6 ± 4.3

Smoking Smoker 169 (50.8) 10 (4.3) 179 (31.6)

Non-smoker 164 (49.2) 224 (95.7) 388 (68.4)

Alcohol drinking Yes 266 (79.9)    49 (20.9) 315 (55.6)

No    67 (20.1) 185 (79.1) 252 (44.4)

Values are presented mean ± SD or number (%).

BMI: body mass index, HDL-C: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Table 2. Multiple regression between homocysteine concentration and variable factors.

Variables β P-value
95% confidence interval

Lower limit Upper limit

Constant number 0.000     5.370                   15.194

Age (y) -0.003 0.917 -0.044  0.039

Sex     0.296 0.389 -0.378  0.970

BMI (kg/m2)     0.331                 < 0.01     0.163  0.498

Calcium intake (mg/day) -0.147                 < 0.01 -0.300                 -0.006

Total cholesterol (mg/dL)     0.034 0.514 -0.068  0.135

Triglyceride (mg/dL) -0.006 0.588 -0.027  0.015

HDL-C (mg/dL) -0.061 0.256 -0.166  0.044

LDL-C (mg/dL) -0.019 0.716 -0.119  0.082

Serum creatinine (mg/dL)     3.319                 < 0.01    1.514  5.124

Smoking -0.118 0.562 -0.517  0.281

Alcohol drinking     0.135 0.707 -0.571  0.842

BMI: body mass index, HDL-C: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R2 =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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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와 변수들간의 다중회

귀분석
연구대상자의 나이, 성별, 심혈관 질환 위험인자(체질량

지수, 지질 농도, 흡연력), 일일 칼슘섭취량,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 및 음주력과 혈중 호모시스테인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결과 체질량지수, 칼슘섭취량 및 혈중 크

레아티닌 농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었고 칼슘 섭취량이 증가

할수록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고찰

호모시스틴뇨증으로 사망한 사체에서 동맥경화증을 발

견하여 호모시스테인과 혈관질환과의 관계가 제시된 이후 호

모시스테인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18) 호모시스테

인은 비타민 B6를 조효소로 사용하는 trans-sulphuration 과정과 

엽산의 혈액 내 존재 형태인 5-methyltetrahydrofolate의 methyl

기를 비타민 B12의 작용으로 메티오닌으로 환원되는 과정으로 

대사되며,19) 혈중 호모시스테인의 농도와 엽산의 농도는 역상

관 관계에 있다.20,21) 혈중 호모시스테인과 심혈관 질환과의 연

관성에 대한 메타 연구에 의하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1 mol/

L 낮추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약 10%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2) 일반적으로 고호모시스테인혈증의 치료로 엽

산이나 비타민 복합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현재까지 

엽산을 매일 0.5 mg에서 5 mg을 투여하였을 때 혈중 호모시스

테인 수치가 25%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이들 

비타민은 호모시스테인의 대사에 필요한 효소들을 돕는 보조

인자이다.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는 나이가 증가할수록 호모시스테

인의 농도가 증가한다고 보고했는데,23,24) 이것은 연령이 증가

할수록 호모시스테인이 시스타씨온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타민 B6 의존형 효소인 시스타씨온 베타 합성 효소의 활성

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25)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나이와 혈

중 호모시스테인 농도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중 호모시스테인과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밀도 지단

백 콜레스테롤 그리고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상관관계 분석결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편상관관계분석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

다. 건강한 7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한 이전의 연구에서 호모

시스테인과 지질 지표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

고,26) 건강진단센터를 방문한 6,223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

구에서도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는 않았다.27) 본 연구에서는 

음주여부도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알코올

과 호모시스테인관계에 대한 기존의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급성과 만성 알코올 섭취 모두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높

인다고 볼 수 있다. 급성 알코올 섭취의 경우 알코올의 대사물

인 아세틸알데하이드가 호모시스테인이 메티오닌으로 전환

하는데 필요한 메티오닌 합성 활성 효소를 방해하기 때문이

다.28) 이 메티오닌 합성 효소는 호모시스테인이 메티오닌으로 

재메틸화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만성 알코올의 섭취의 

경우는 낮은 엽산, 비타민 B6와 B12 등에 의해 호모시스테인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7) 흡연과 혈중 호모시

스테인 농도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23,24) 본 연

구에서는 음주여부와 마찬가지로 흡연도 상관관계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음주량과 흡연량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보다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칼슘섭취량, 체중, 체질량지수 및 혈중 크레

아티닌 농도가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체중이 증가할수록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는 

상승하게 되고 체질량지수와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도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했다.29) 

혈중 크리아티닌 농도가 높을수록 혈중 호모시스테인의 농

도가 증가했는데 호모시스테인의 약 70%가 신장을 통해 배설

되는 특성상 신장기능의 감소는 혈중 호모시스테인의 배설

을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 높은 혈중 농도를 보이게 되는 것이

다.30)

칼슘의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칼슘의 섭취 정도와 혈중 호모

시스테인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Tapola 등14)은 정상 호모시스테인 수치의 남

녀 60명을 대상으로 하여 여러 비타민과 더불어 칼슘을 강화

시킨 물을 마셨을 때 대조군에 비해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

가 감소함을 밝혔다. 또한 Jarvenpaa 등15)은 74명의 임산부를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타민과 칼슘 강화 생수를 마신 군이 대

조군에 비해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낮아짐을 발표하였

다. 호모시스테인의 한 형태인 호모시스테인-티오락톤은 저

밀도 지단백과 결합하여 내피세포의 대식세포에 탐식되어 죽

상경화반이 형성되고 콜라겐의 합성을 증가시켜 혈관 중막

의 섬유화를 촉진한다.31) Hieronim은 이러한 호모시스테인-

티오락톤을 가수분해 시키는 효소인 homocysteine thiolactone 

hydrolase의 활성화와 안정화를 위해 칼슘이 필요하다고 밝혔

다.32) 본 연구에서는 대상군들의 일일 칼슘섭취량과 혈중 호

모시스테인 농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연구하였고 실제로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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슘과 호모시스테인과의 음의 상관관계를 밝혔다. 실질적으로 

칼슘섭취량을 늘림으로써 호모시스테인 농도의 감소가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

째, 본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의 자료는 무작위로 선택된 것이 

아닌 건강 증진 센터에 내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

문에 전체 인구집단을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대상

군의 나이가 40세에서 69세로 제한되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단면적 연구로 자료 분석을 통한 평가가 원인 결과의 관계를 

충분히 보여줄 수 없다. 셋째, 대상군을 음주여부로만 나누었

고 음주량이나 음주기간 및 알코올 도수가 측정되지 못하였

고 흡연 역시 흡연군과 비흡연군으로만 나누었고 흡연자의 

흡연량을 pack-year로 계산하여 계량하지 못하였다. 넷째, 일일 

칼슘섭취량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대상자들의 설문과 문진에 

의존함으로써 실제로 섭취한 칼슘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1일 칼슘 섭취량을 구할 때 전문적인 영

양사 1명이 음식명, 재료명, 목측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

여 일일 섭취기억에 의존한 칼슘섭취량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엽산과 비타민 B6, B12 등의 농도와 

혈중호모시스테인 농도와의 관계에 미친 영향을 측정하지 못

하였다는 점에서 실제로 이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

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혈중 호

모시스테인 농도와 관련이 있는 여러 가지 인자들 가운데 칼

슘에 대해 새롭게 조명해 보았고 칼슘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호모시스테인의 농도가 낮아짐을 알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실제로 칼슘 섭취의 증가를 통해 혈관질환의 독립적 위험

인자인 혈중 호모시스테인의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치료

법에 칼슘을 추가하는 방법과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수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성인에서 칼슘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혈관질

환의 독립적인 위험인자 중 하나인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낮

아짐을 알았다. 실제로 칼슘섭취량의 증가가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수반되

어야 하겠다. 

요약

연구배경: 혈중 호모시스테인이 상승할 경우 각종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혈

중 호모시스테인을 감소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비타

민 B12, folic acid 등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고 최근

에는 folic acid, 비타민 B12와 함께 칼슘을 강화시킨 물을 마셨을 

때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감소함을 밝힌 여러 연구들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일 칼슘섭취량과 혈중 호모시스테인

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2006년 5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일개 대학병원 건강증

진센터를 내원한 40세에서 69세까지의 636명의 대상자들 중 

설문기입이 완전하지 못한 69명을 제외한 56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기 기입식 설문과 문진을 통해 인구사회학적 특성

과 칼슘섭취량을 알아보았고 신체 검진 및 계측을 통해 키와 

체중을 측정하였다. 혈액 검사를 통하여 중성지방, 총 콜레스

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 크리아티닌 및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측정하였다. 

결과: 총 567명의 대상자들의 일일 칼슘섭취량은 770.1±266.3 

mg이었고 평균 호모시스테인은 10.6±4.3 μmol/L이었다. 다중

회귀분석에서 호모시스테인은 체질량지수, 칼슘섭취량 및 혈

중 크레아티닌 농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었고 칼슘섭취량이 

증가할수록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결론: 성인에서 칼슘섭취량이 증가할수록 혈관질환의 독립

적인 위험인자 중 하나인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낮아짐을 알

았다. 실제로 칼슘섭취량의 증가가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감

소시킬 수 있을 지에 추가적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하겠다. 

중심단어: 칼슘; 호모시스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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