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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D 작용에 대한 새로운 조명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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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Insight into the Action of Vitami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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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amin D deficiency is now recognized as a pandemic with more than half of the world’s population currently at risk. 

Traditionally, vitamin D has been associated primarily with bone and calcium metabolism. However, it is now known 

that adequate vitamin D status is important for optimal function of many organs and tissues throughout the body. This 

discovery has provided new insights into the action of vitamin D. Many epidemiologic studies have demonstrated an 

association between vitamin D deficiency and the risk of various chronic diseases, including cardiovascular disease, 

diabetes, cancers, autoimmune diseases, and infectious diseases. However, it is not enough to limit definitive conclusions. 

Large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are needed to establish the relevance of vitamin D status to such as chronic 

diseases. Vitamin D deficiency and insufficiency can be both treated and prevented safely through supplementation. 

Recommendation of adequate vitamin D intake should be considered in appropriate patients to optimize general health. 

In this article, I review its role in skeletal and extraskeletal health and the adverse impact of vitamin D deficiency on 

musculoskeletal system, cardiometabolic health, immune system, and oncogenesis, and suggest strategies for prevention 

and treatment of vitamin D de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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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효소(1α-hydroxylase)가 발현되는 것이 알려지면서 비타민 

D 작용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다.1) 이러한 발견

은 비타민 D가 뼈나 신장, 소장 외에 다른 조직이나 기관에서 

작용하거나 뼈나 무기질 항상성과 무관한 생물학적 과정에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실험실연구나 역학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자료

를 분석한 결과2)에 따르면, 1988-1994년도에 비해 2001-2004

년도 미국 성인의 평균 25(OH)D 농도는 6 ng/mL가 떨어진 24 

ng/mL로, 23%만이 적정수준인 30 ng/mL 이상을 유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고, 이전에 시행되었던 다양한 코호트 연구에서

도 대상자의 52-77%가 비타민 D 부족이나 결핍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5)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골다공증을 동반

한 폐경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6)에 따르면 92%가 30 ng/

mL 미만에 해당하였고, 12 ng/mL 미만인 경우도 57%나 되어 

서론

비타민 D는 뼈의 성장과 유지, 무기질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인체 내 다양한 조

직과 세포에서 비타민 D 수용체(vitamin D receptor, VDR)뿐 아

니라 비타민 D를 활성형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1알파-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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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비타민 D 부족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심

각한 건강문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저자는 비타민 D 

부족이 다양한 만성질환과 연관성을 보였던 역학연구와 임상

연구결과를 토대로 근골격계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계에서 비

타민 D의 작용과 비타민 D 부족 시 동반될 수 있는 건강위험

에 대해 알아보고, 비타민 D 부족 예방과 치료방법을 제시하

고자 한다.

비타민 D의 대사와 작용

비타민 D에는 5가지 형태(D1-D5)가 있지만 가장 널리 

연구된 것은 비타민 D2와 D3이다. 비타민 D2 (ergocalciferol)

는 주로 식물과 무척추동물에서 합성되고, 비타민 D3 (chole-

calciferol)는 척추동물에서 합성되는데 두 가지 모두 보충제

로도 사용되고 있다. 사람에서 비타민 D는 피부의 각질세

포와 섬유모세포 형질막에 있는 7-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

(7-dehydrocholesterol)이 자외선 B에 의해 비타민 D3로 전환되

어 합성된다.7) 피부에서 합성되거나 음식을 통해 섭취된 비

타민 D는 직접 또는 림프계를 통해 혈액으로 들어와 비타민 

D 결합단백질과 결합하여 순환하다 지방조직에 저장되거

나 간을 거치면서 25-히드록시비타민 D (25-hydroxy vitamin 

D, 25(OH)D)로 전환되고, 이는 다시 신장을 거치면서 활성형 

비타민인 1,25-디히드록시비타민 D (1,25-hydroxy vitamin D, 

1,25(OH)D)로 전환된다. 이렇게 생성된 1,25(OH)D는 표적기

관에서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작용하는데 하나는 비유전체 작

용(nongenomic action)에 의해 전압-의존성 칼슘통로(voltage-

dependent calcium channels)를 활성화하는 빠른 경로이고, 다른 

하나는 VDR에 결합함으로써 유전체 작용(genomic action)을 

유발하는 느린 경로이다.8) 

1,25(OH)D는 소장세포에서 비타민 D 의존-칼슘수송단백

질의 생성을 조절하며 칼슘과 인의 흡수를 증가시킨다. 비타

민 D 결핍이 있을 때 인체는 식이를 통해 들어오는 칼슘의 10-

15%만을 흡수할 수 있지만, 비타민 D가 충분한 상태에서는 흡

수율이 30-40%까지 증가된다.9) 한편, 비타민 D가 충분하여 

장에서의 칼슘 흡수가 잘 이루어지면 부갑상선호르몬의 농도

가 낮아지므로 부갑상선호르몬에 의한 골 흡수 증가도 간접

적으로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일반적으로 25(OH)D 혈중 농

도가 30-40 ng/mL에 이르면 부갑상선호르몬 분비가 억제되

며, 소장에서의 칼슘흡수도 최대가 된다.

고전적으로 1,25(OH)D는 부갑상선호르몬이나 섬유모세

포성장인자23 (�broblast growth factor 23, FGF23)에 의해 합성

이 촉진되거나 억제되지만,10) 뼈나 신장, 소장, 부갑상선 외에

도 인체 대부분의 조직과 세포는 VDR을 발현하며, 피부, 전립

선, 유방, 대장, 폐, 뇌, 대식세포, 활성화된 T세포와 B세포 등

은 자체적으로 1알파-수산화효소를 가지고 있어 혈중 25(OH)

D를 1,25(OH)D로 전환하여 이용할 수 있다.1) 이처럼 신장 외

의 조직이나 세포에서 생성되는 1,25(OH)D는 세포증식이나 

고사, 분화, 혈관생성, 면역조절과 같은 숙주방어기전에 관여

하며, 측분비나 자가분비를 통해 국소적으로 작용하고, 사이

토카인에 의해 조절된다.11) 또한 국소적으로 생성되는 비타

민 D는 칼슘대사에 관여하지 않고 전신 호르몬에 의한 조절도 

받지 않기 때문에 25(OH)D가 부족하면 조직이나 세포 내에 

1,25(OH)D도 부족하게 된다.11) 

적정 혈중 비타민 D의 농도

혈중 비타민 D는 25(OH)D와 1,25(OH)D 형태로 순환한

다. 체내에서 생성되거나 식이로 섭취된 비타민 D의 총체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25(OH)D는 대부분 비타민 D 결합단백질과 

결합하여 순환하고 반감기는 2주이다.7) 반면, 1,25(OH)D는 활

성형 비타민으로 반감기는 4시간이며 칼슘 항상성 유지와 뼈 

대사에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7) 1,25(OH)D는 비타민 D 부족

이 있는 경우라도 정상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체내 비타민 D 상태와 무관하다.7) 

아직까지 혈청 비타민 D(25(OH)D)의 적정농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없지만 대부분의 전문가

들은 10 ng/mL 미만을 심한 결핍(severe de�ciency), 10-20 ng/

mL를 결핍(de�ciency), 21-29 ng/mL을 상대적인 부족(relative 

insu�ciency), 30 ng/mL 이상을 충분한 상태(su�ciency)로 정의

하고 있다.1,12) 

비타민 D 부족과 관련된 건강위험

1. 칼슘대사와 뼈 질환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장에서의 칼슘 흡수와 신장에서의 

칼슘 재흡수가 감소하면서 혈청 칼슘농도가 떨어지며, 칼슘 

농도가 떨어지면 이를 보상하기 위해 부갑상선호르몬이 분비

되어 신장에서 1,25(OH)D 생성이 증가된다. 그러나 비타민 D 

부족이 악화되면 부갑상선이 최대로 자극을 받아 이차성 부

갑상선항진증이 초래되고, 증가된 부갑상선호르몬은 지속적

으로 25(OH)D를 1,25(OH)D로 전환하기 때문에 비타민 D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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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을 더욱 악화시킨다. 또한 부갑상선호르몬은 파골세포를 

활성화하여 석회화된 뼈 기질로부터 칼슘을 유리시키고, 소

변 내 인산배설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혈중 인산농도가 떨어

져 칼슘-인 생성물을 형성하지 못하게 되므로 뼈 기질 석회화

가 저해되어 소아에서는 구루병을, 성인에서는 골연화증을 

유발하게 된다.1,13) 골다공증과 달리 골연화증은 뼈의 통증을 

동반하는데, 이는 탈석회화 된 뼈 기질이 수화되면서 고무 같

은 탄력성이 생겨 압력이 가해질 때 골막을 자극하기 때문으

로 생각되며 박동성으로 쑤시는 통증이 특징적이다.13) 

한편, 비타민 D 부족으로 이차성 부갑상선항진증이 생

기면 골밀도가 낮아지고 골다공증성 골절위험도 증가된다. 

Chapuy 등14)은 3,270명의 나이든 여성에게 1일 1,200 mg의 칼

슘과 800 IU의 비타민 D를 3년간 투여한 결과, 대퇴골 골절의 

위험을 43%, 비척추골 골절의 위험을 32%까지 낮춘 것으로 보

고하였다. 한편, 7개의 무작위 임상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12)

에서는 1일 400 IU의 비타민 D3를 투여한 군은 의미 있는 골절

위험 감소가 없었지만, 700-800 IU을 투여한 군은 위약이나 

칼슘만 투여한 군에 비해 대퇴골과 비척추골 골절위험이 각

각 26%와 23%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 근육기능과 근육병증, 낙상
비타민 D 부족은 근육감소증과 근력약화를 초래한다.15) 

비타민 D는 근육에서 단백질을 합성하고 근육세포 성장시켜 

근육기능을 최대화하는 동시에 신경근육기능을 향상시킴으

로써 반사신경보호기전을 강화하는데, 이러한 작용은 근력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균형감각을 좋게 하고 낙상의 위험을 줄

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16,17) 5개의 임

상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18)에서는 비타민 D를 복용한 군이 

칼슘이나 위약을 복용한 군에 비해 낙상의 위험이 22%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분석에서 1일 비타민 D3 섭취량이 400 

IU 이었던 경우는 낙상 예방효과가 없었지만, 1일 비타민 D3 

800 IU과 칼슘을 함께 복용했던 경우는 낙상위험이 35%까지 

유의하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타민 D를 

칼슘을 함께 투여할 때 비타민 D가 혈청 이온화 칼슘농도를 

정상화하거나 또는 이차성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을 역전시키

면서 골격근에 이로운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을 시사한다.8) 

한편, 심한 비타민 D 결핍증(25(OH)D<12 ng/mL)이 있는 

경우 골연화증과 더불어 근력약화와 근육위축, 통증을 동반

하는 근육병증도 유발된다. 비특이적이고 지속적인 근육통은 

골연화증에 의한 뼈의 통증이 발생하기 전에 나타나며, 비타

민 D 보충으로 빠르게 호전된다.19,20) 이러한 통증은 종종 근섬

유증후군이나 만성피로증후군, 근육염 등으로 오진되기도 한

다.

3. 혈압, 혈관, 심장에 대한 작용과 심혈관질환
비타민 D는 레닌 촉진 유전자를 억제하여 레닌 생성을 낮

출 뿐 아니라, 세포 내 칼슘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레닌 활

성도를 낮추어 혈압상승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 

NHANS III 자료를 이용하여 혈청 25(OH)D 농도와 혈압과의 

연관성을 분석했던 연구22)에서는 나이와 성별, 인종, 민족, 신

체활동을 통제한 후에도 평균혈압과 혈청 25(OH)D 농도는 

유의한 역 상관관계를 보였고, Health Professionals’ Follow-up 

Study와 Nurses’ Health Study 코호트를 이용한 전향적 연구23)에

서는 25(OH)D 농도가 15 ng/mL 미만이었던 남녀에서 4-8년 

후 고혈압의 발생위험이 각각 8.1배와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70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8주간 시행하였

던 무작위 대조군 연구24)에서는 매일 비타민 D 800 IU과 칼슘 

1,200 mg을 투여했던 여성에서 위약이나 칼슘만 복용했던 여

성에 비해 평균 수축기혈압이 13 mmHg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다. 

비타민 D는 T도움세포를 조절하여 염증과 죽상경화의 진

행, 혈전생성을 억제하고25) 혈관 석회화를 억제함으로써26) 관

상동맥질환이나 말초혈관질환의 발생과 진행을 억제할 것으

로 생각하고 있다. 또한 심장에서는 비타민 D가 세포주기를 

억제함으로써 심장근육모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심장근육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는 반면 고사되지 않도록 하며, 심근섬

유화가 일어나는 기전을 억제하여 심장의 구조나 수축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7) 레닌-안지오텐신계를 억

제하고 염증반응과 세포증식, 섬유화를 억제하는 비타민 D의 

작용은 좌심실비대, 심장근육병증, 심부전 등의 발생이나 진

행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Health Professionals 

Follow-up Study28)에서는 40-70세 남성 18,255명을 10년 추적 

관찰한 결과, 25(OH)D 농도가 15 ng/mL 이하이었던 군에서 

30 ng/mL 이상이었던 군에 비해 급성심근경색증의 위험이 2

배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고, 관상동맥혈관조영술을 위해 의

뢰되었던 백인 3,299명을 7.7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29)에서는 

25(OH)D 농도가 뇌나트륨이뇨펩티드 농도, New York Heart 

Association 분류, 좌심실기능부전정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

였고, 심혈관 위험인자를 보정하더라도 25(OH)D 농도가 10 

ng/mL 미만이었던 사람은 30 ng/mL 이상이었던 사람에 비해 

심부전증에 의한 사망과 심장돌연사의 위험이 각각 2.8배와 5

배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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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 대사와 당뇨병
핀란드에서 이루어졌던 한 출생-코호트 연구30)는 생후 첫 

1년간 비타민 D를 공급하는 것이 향후 1형 당뇨병의 발생위

험을 낮추는지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는데, 생후 첫 1년간 비

타민 D를 규칙적으로 또는 불규칙하게라도 보충한 경우 비타

민 D를 보충하지 않았던 소아에 비해 1형 당뇨병의 위험이 각

각 88%와 84%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일 2,000 IU의 추

천용량을 규칙적으로 보충했던 소아는 이보다 적은 양을 보

충한 소아에 비해 1형 당뇨병의 위험이 78% 낮았고, 출생 후 

첫 해에 구루병이 의심되었던 소아는 그렇지 않은 소아에 비

해 1형 당뇨병의 발생위험이 3배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973-1980년 Finnish Mobile Clinic 자료와 1978-1980년 

Mini-Finland Health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최초에 당뇨병이 

없었던 40-74세 남녀를 22년간 추적하였던 환자-대조군 연

구31)에서는 25(OH)D 농도가 상위 사분위수에 해당하였던 남

성이 하위 사분위수에 해당하는 남성에 비해 흡연, 체질량지

수, 활동량, 교육수준을 보정한 후에도 당뇨병 위험이 72% 낮

았지만, 여성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 외에

도 다수의 역학연구에서 낮은 비타민 D 농도가 당 대사에 영

향을 주거나 당뇨병의 발생과 연관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T도움세포를 통한 비타민 D의 면역조절작용은 인터페론-감

마나 인터루킨-2의 생성을 억제하여 만성염증으로부터 췌장

의 베타세포를 보호하는데, 이러한 작용이 1형 당뇨병의 발

생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32) 췌장의 베타세포는 

VDR 뿐 아니라, 1알파-수산화효소, 칼슘결합단백질 등을 발

현하며, 1,25(OH)D는 베타세포 내 칼슘농도를 증가시킴으로

써 인슐린분비에 관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33) 또한 비타

민 D 부족으로 부갑상선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에서

는 베타 세포 내 칼슘농도가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므로 역

설적으로 인슐린분비 자극에 필요한 칼슘신호를 떨어뜨려 인

슐린 분비능력이 감소될 수 있다.34) 인슐린의 표적기관인 골

격근이나 지방조직 역시 VDR을 발현하고 있으며, 비타민 D는 

이들 조직에서 인슐린수용체의 발현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인슐린 반응(당 수송)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5)

5. 면역조절작용과 자가면역질환, 감염
결핵의 원인이 밝혀지기 전부터 이에 대한 치료로 비타민 

D가 풍부한 대구 간유를 먹거나36) 햇빛을 쏘이는 방법이 사

용되었다.37) 최근까지 이루어졌던 연구에서도 비타민 D 결핍

은 결핵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메타분석38)에

서는 결핵환자의 비타민 D 농도가 대조군에 비해 0.68 표준편

차 더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 D는 선천면역과 후천

면역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천면역반응은 다핵구

나 단핵구, 대식세포, 표피세포(잇몸, 장, 질, 방광, 폐)의 toll like 

receptors (TLRs)가 활성화되며 시작되는데, 미코박테륨지질

펩티드(mycobacterial lipopeptide)가 TLRs에 결합하여 TLRs가 

활성화되면 이들 세포 내 1알파-수산화효소에 의해 1,25(OH)

D가 생성되고 이렇게 생성된 1,25(OH)D는 항균펩티드인 

cathelicidin의 생성을 촉진, 미코박테리아의 사멸시키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39) 

25(OH)D 농도가 24 ng/mL 이상인 백인 남녀에서 다발경

화증의 위험은 25(OH)D 농도가 20 ng/mL 증가할 때마다 41%

씩 낮아지며,40) 매일 400 IU 이상의 비타민 D를 복용했던 여성

은 다발경화증의 발생위험이 42% 낮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

다.41) 후천면역반응은 사이토카인과 면역글로불린을 분비하

는 T세포와 B세포에 의해 일어나며, 비타민 D는 후천면역계

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 1,25(OH)D는 B세포의 증식과 면역

글로불린 생성을 억제하고, B전구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되

는 것을 억제한다.32) 또한 대식세포를 활성화시키는 T도움세

포1의 증식을 억제하여 항원제시나 T세포의 동원, 증식은 억

제하는 반면, T도움세포2의 증식은 촉진함으로써 전체적인 

균형이 T도움세포2로 이동하도록 한다.32) 1,25(OH)D는 T도

움세포1과 더불어 T도움세포17의 증식도 억제하는데 이러한 

작용은 자가면역질환을 예방하는데 관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32) 후천면역에서의 비타민 D 작용은 1형 당뇨병과 다발

경화증 외에도 류마티스관절염,42) 전신홍반루푸스43)와 같은 

다양한 자가면역성 질환이 발생과 연관이 있고, 이들 질환에

서 비타민 D를 투여하는 것은 병의 경과를 완화하는데도 효과

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 세포증식과 암
Nurses’ Health Study 코호트 연구44)에서는 25(OH)D 농도

의 중앙값이 39.9 ng/mL이었던 여성에서 16.2 ng/mL이었던 여

성에 비해 대장직장암의 위험이 46% 낮았고, Women’s Health 

Initiative 연구45)에서는 8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최초 25(OH)

D 농도가 12 ng/mL 미만이었던 여성에서 대장직장암의 위험

이 2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립선암이 있는 남성

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46)에서는 실내생활을 하는 남성에 비

해 야외활동을 많이 하는 남성에서 전립선암의 발생이 3-5

년 늦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Garland 등47)은 일생 동안 혈

청 25(OH)D 농도를 34 ng/mL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북

미에서 발생하는 대장암의 50%를, 42 ng/mL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유방암을 30%까지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비타민 D는 세포성장을 강력하게 조절하는 호르몬 중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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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장, 전립선, 유방 외 여러 조직은 1알파-수산화효소를 발

현하며, 국소적으로 1,25(OH)D를 생성하여 유전자 조절을 통

해 세포를 분화시키고 암세포의 고사를 유도하며 혈관신생을 

억제하여 암세포의 증식과 전이를 억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1,13)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외에도 난소암, 비호지킨림

프종, 방광암, 식도암, 신장암, 폐암, 췌장암, 위암, 자궁체부암 

등이 비타민 D 부족이나 자외선 B 조사 부족과 연관이 있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48,49)

비타민 D 결핍의 위험인자

비타민 D 부족의 위험인자에는 연령, 피부색, 생활습관, 거

주지역, 계절, 동반질환, 약물 등이 있다.7) 연령이 증가할수록 

피부가 얇아지면서 각질세포나 섬유모세포 수가 감소하기 때

문에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도 저하되어 70세가 되면 20세

에 비해 비타민 D 합성능력이 75%나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천연 자외선차단제 역할을 하는 멜라닌색소는 자외선

을 흡수하기 때문에 피부색이 까말수록 비타민 D 합성능력은 

떨어진다. 실내에서만 생활하거나 옷이나 자외선차단제로 햇

빛을 차단하는 경우, 흐린 날씨, 공해도 햇빛노출 부족에 의한 

비타민 D 부족을 유발한다. 위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자외선B

의 양은 적은데, 특히 겨울에는 자외선B양이 매우 감소할 뿐 

아니라, 피부노출도 하지 않게 되어 비타민 D 부족이 더 많이 

발생한다. 한편, 비타민 D는 지용성으로 지방조직에 결합할 

수 있으므로 비만한 경우 비타민 D 생체이용률이 떨어질 수 

있으며, 같은 양의 비타민을 투여하더라도 혈중 비타민 D 농

도가 정상인에 비해 50% 가량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50) 그 

밖에 흡수불량을 동반하는 장 질환이나, 비타민 D 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신질환이나 간부전이 있는 경우, 비타

민 D 제거율을 증가시키는 약물(리팜핀, 항 전간제, 글루코코

르티코이드, 면역억제제 등)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비타

민 D 부족이 초래될 수 있다.1) Looker 등51)은 과거에 비해 미국

에서 비타민 D 부족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우유소비의 감소

(미국에서는 우유에 비타민 D를 강화시키고 있다), 햇빛차단

과 햇빛을 피하는 생활행태, 체질량지수의 증가와 연관이 있

다고 하였다.

비타민 D 부족의 예방과 치료

1. 비타민 D 부족의 진단
비타민 D 상태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는 혈중 25(OH)

D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실이나 측정방법에 따른 변

이가 심해 실험실 치우침과 측정변이를 고려한다면 1회 측정

하는 25(OH)D 농도는 참값과 20%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52) 

혈중 25(OH)D을 측정하여 30 ng/mL 미만인 경우 혈청 부갑

상선호르몬, 칼슘, 인, 알칼리포스파타제, 소변 내 칼슘농도 등

을 측정하고, 이들 항목 중 하나 이상의 항목에서 이상소견을 

보이는 경우는 비타민 D 투여를 시작하고 추적검사를 한다. 

그러나 이들 항목 모두 정상범위에 있으며 25(OH)D 농도가 

14-20 ng/mL 보다 높다면 그대로 관찰한다.8) 한편, 25(OH)D

의 체내 반감기는 2주 정도이기 때문에 예방이나 치료를 위해 

비타민 D를 투여하는 경우 3-4개월이 경과해야 혈중 농도가 

고원에 이르게 된다.53) 따라서 비타민 D 투여 후 추적검사를 

하고자 한다면 3-4개월간 투여한 후 검사해야 한다. 

2. 비타민 D의 공급원
비타민 D의 주된 공급원은 햇빛노출 시 피부에서 합성되

는 비타민 D이다(80-90%). 전신을 햇빛에 노출하는 경우, 1 

최소홍반선량에 해당하는 햇빛조사는 1일 10,000-20,000 IU

의 비타민 D를 생성할 수 있으나,54) 실제 햇빛노출에 의해 생

성되는 비타민 D의 양은 피부타입과 노출면적, 위도, 고도, 계

절, 날씨, 나이, 비만, 야외활동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

향을 받고, 과도한 자외선 조사는 피부노화나 피부암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이 모든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 동안 햇빛노출을 하도록 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지며 지

나치게 단순한 방법이 될 수 있다.55) 한편, 식이로 섭취하는 비

타민 D는 그 양이 매우 미미하나, 비타민 D 보충제와 함께 중

요한 공급원이 될 수 있다. 연어, 정어리, 고등어, 청어와 같은 

기름진 생선은 비타민 D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미국

과 캐나다에서는 우유나 주스에 비타민 D를 강화하도록 하

고 있다. 일반적으로 식이를 통해 섭취하는 비타민 D의 양은 1

일 100 IU 정도이며, 강화된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는 1일 200-

400 IU까지 섭취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56) 

3. 비타민 D 보충제를 이용한 예방과 치료
경구 비타민 D 보충제는 비타민 D 부족이 소화기 흡수장

애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 이상 비타민 D 부족과 결핍을 예방

하고 치료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비타민 D2와 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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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효과적이지만 비타민 D3가 D2보다 2-3배 더 효과적인 것

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비타민 D2가 결합단백질에 대한 친

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액에서 제거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57) 

추가적인 건강위험 없이 비타민 D 부족과 관련된 질환예

방을 위해 유지하도록 하는 적정 25(OH)D 농도는 30-44 ng/

mL이며,58)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비타민 D 부족 예방을 위해 1

일 800-1,000 IU의 비타민 D 섭취를 권고하고 있다.1) 그러나 

비타민 D 결핍을 치료하는 경우는 고용량의 비타민 D 투여가 

필요해서 매주 50,000 IU의 비타민 D2를 8주간 투여하거나,1) 

500,000 IU을 1회 주사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59) 그러

나 우리나라는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타민 D 주사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는 비타민 D3 보충제를 경구로 투여할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혈중 25(OH)D 농도를 10 ng/mL 올리

려면 1,000 IU의 비타민 D3를 3-4개월간 투여해야 한다.60) 따

라서 건강하고 체중이 정상이면서 25(OH)D 농도가 10 ng/mL 

이라면 목표가 되는 30 ng/mL에 도달하기 위해 1일 2,000 IU의 

비타민 D 투여가 필요하다. 

25개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결과를 분석했던 결과58)에서

는 경구로 투여하는 비타민 D 용량이 1일 100,000 IU 미만이거

나 혈중 25(OH)D 농도가 257.6 ng/mL 이상 올라가지 않는 한 

혈청 칼슘농도는 증가하지 않았고, 30-44 ng/mL의 25(OH)D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1일 1,800-4,000 IU의 비타민 D를 추가

적인 위험 없이 투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비타민 D는 칼슘과 뼈의 대사 외에, 골격근이나 당 대사, 

혈관과 심장, 면역기능, 세포증식과 연관된 다양한 작용이 밝

혀지면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인구의 반 이상이 비타민 D 결핍 위험에 놓여있어 비타민 

D 부족은 이제 세계적인 유행질환이 되었다. 지금까지의 실

험실 연구나 역학연구 결과는 적정 비타민 D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또 하나의 필수

요건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비타민 D 부족과 연관이 있

는 것으로 알려진 임상질환들은 대부분 역학연구를 통해 밝

혀진 것으로 식이나 기저 비타민 D 상태, 체질량지수, 나이, 질

환, 계절, 순응도, 신체활동량과 같은 혼란변수를 보정하지 못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칼슘이나 다른 영양소에 의한 영

향을 배제하고 비타민 D의 효과를 단독으로 실험하였던 연구

나 비타민 D 보충제를 이용한 중재연구가 거의 없고, 결과 또

한 일관성을 보이지 않고 있어 비타민 D 부족과 이들 질환 간

에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무작위 대조군 중재연구가 필

요한 실정이다. 현재로는 골연화증을 제외한 나머지 임상질

환에서 중재연구를 통한 비타민 D의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

한 상황이지만 비타민 D는 보충제를 통해 쉽고 안전하게 투여

가 가능하므로 비타민 D 부족이 있는 환자에게는 적당량의 비

타민 D 투여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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