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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DHEA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에 의해 주로 부신에서 

분비되며, 다른 스테로이드 호르몬에 비해 20배 정도의 

혈장농도를 보이는 가장 풍부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다.
1)
 혈액 내 DHEA-s 농도는 개인마다 큰 차이를 보이

며,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므로 내분비계 노화의 지표로

써의 이용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2)

  DHEA는 인슐린 감수성의 증가, 혈중지질에 대한 효

과, 유전적 비만 모델 동물에서의 항비만효과, 동맥경화

증의 억제효과 등이 있다.3,4) 뿐만 아니라 항암효과가 있

어서 설치류종의 특별한 종에서는 피부암이나 대장암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퇴화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바이러스 감염에 대처 효과가 있음이 실험동물에서 보

고되었다.5) 또한 DHEA는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하여 학

습의 효과를 오래 기억하도록 하고 신경세포와 신경교

세포에 향정신성 작용을 한다.6,7) 이와 같이 현재까지 확

인된 DHEA의 효과는 매우 다양하지만 이 호르몬 세포

내 특이 수용체나 표적세포가 확인되고 있지 않은 점에

서 주된 역할과 기능에 대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5,8)

  세포막은 산패되기 쉬운 불포화 지방을 다량 함유하

고 있으므로 자유기들은 세포막 기능을 약화시키고 체

내대사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여러 만성 질환의 유발과 

노화 기능을 촉진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9) 현재까지 알

려진 많은 질병들의 원인과 합병증에 이런 자유기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이다.10) 따라서 정상 세포대사의 유지와 노화의 지연을 

위한 항산화 관련된 요인들의 중요성과 노화과정과 병

행하여 증가되는 심혈관 질환, 당뇨병, 면역성 질환들의 

예방적 차원에서 항산화 관련 양소들의 중요성도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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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Dehydroepiandrosterone (이하 DHEA)는 부신에서 분비되는 가장 풍부한 스테로이드 호르몬으로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분비가 뚜렷하게 감소한다. DHEA는 체내 지질대사, 면역기능, 체 성분, 골 대사 등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노인에서 혈중 DHEA-sulfate (이하 DHEA-s) 농도는 신체 기능이나 건강지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분비계 노화의 지표로써의 이용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노화과정에서의 

DHEA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다. 한편 체내 산화스트레스는 노화의 중요한 기전들 중 하나

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혈중 DHEA-s 농도와 체내 항산화능을 총제적으로 평가하는 total antioxidant status 

(TAS)의 관련성을 알아봄으로써 DHEA가 체내 산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검사 결과와 병력상 건강한 성인 남녀 197명을 대상으로 혈중 DHEA-s 농도와 TAS를 구하였으며, 체질량

지수, 맥압, 저장철, 백혈구, c-반응성 단백질, 알부민 글로불린 비, 중성지방,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요산, 

총 빌리루빈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상관분석, 다중 회귀 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TAS를 사분위수로 나누어 

혈중 DHEA-s 농도 차이를 알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대상의 TAS 평균값은 1.20 mmlol/L였으며 혈중 DHEA-s의 평균 농도는 177.33 ug/mL였다. DHEA와 

나이의 상관계수는 -0.44, TAS의 상관계수는 0.44이었으며, 그 외 백혈구, 중성지방, 요산이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TAS를 사분위수로 나누어서 혈중 DHEA-s 농도와의 관련성을 알아본 결과 하위 1/4에 비해 상위 1/4에

서 DHEA-s 농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었고,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을 보였다. 다중 회귀분석에서 DHEA-s 농도와 

관련이 있는 인자는 연령과 TAS였다.

결론: 혈중 DHEA-s 농도와 TAS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는 DHEA가 항산화 기능이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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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대두되고 있다.
11)

 

  TAS는 체내 항산화능력의 총체적인 능력의 평가를 가

능하게 하는 측정 방법으로써 환자의 혈액으로 간단히 

측정할 수 있으며 이의 유용성이 이미 여러 임상 연구들

에서 확인된 바가 있다.12-14) 측정 원리는 ABTS (2,2- 

Amino-di-[3-ehtylbenzthiazoline sulphonate])가 metmyoglobin 

과 과산화수소와 반응을 하여 ABTS 라디칼을 생성하며 

청-녹색을 띠게 되는데, 검체를 혼합하게 되면 항산화 

능력에 따라 색의 생성을 억제하므로 이를 이용하여 검

체의 총 항산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15,16)

 

  본 연구에서는 건강한 성인 남녀에서 노화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DHEA와 체내 항산화소의 연관성을 알아

봄으로써 DHEA가 체내 산화스트레스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방      법

    1. 연구 대상

  2003년도 10월 1일부터 2004년도 1월 31일까지 4개월

간 질병의 조기발견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 종합병

원 건강증진센터 및 갱년기 클리닉을 방문하여 신체 종

합검사를 받은 성인 남녀 197명을 대상으로 하 다. 과

거 병력이나 검사결과에서 간장 질환, 암, 당뇨병, 고혈

압, 뇌하수체 질환 등의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

다. 

  연구 대상의 제외기준은 수축기 혈압 160 mmHg 이상, 

이완기 혈압 100 mmHg 이상, 공복 혈당 150 mg/dL 이상,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가 45 U/L 이상, alanine 

aminotransferase (ALT)가 45 U/L 이상, 혈청 크레아티닌 

1.6 mg/dL 이상, blood urea nitrogen (BUN) 30 mg/dL 이상, 

중성지방 500 mg/dL 이상, TAS 0.2 mmol/L 미만이다.

    2. 혈액채취

  모든 혈액은 8시간 공복 후 아침에 채혈하 으며, 채

혈 후 분리한 혈청은 -80oC에 즉시 보관하 다. 

    3. 신체계측

  체중과 키는 킬로그램과 센티미터 단위로 각각 소수

점 한자리까지 측정하 으며 체질량지수는 체중(kg)/키

(m)
2
로 계산하 다. 

    4. 임상화학 검사 및 호르몬 분석

  공복혈당, 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hs-CRP) 

(Bayer, terrytown, NY, USA), 총 콜레스테롤(Bayer, terry-

town, NY, USA), 고 도 콜레스테롤(Bayer, terrytown, NY, 

USA), 그리고 중성지방(Bayer, terrytown, NY, USA)은 비색

법(colorimetry) 원리를 이용한 ADVIA 1650 전자동 임상

화학분석기(Bayer, terrytown, NY, USA)를 사용하 다. 저

도 콜레스테롤은 Friedewald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TAS는 Randox kits (Crumlin, United Kingdom)을 사용하

여 ADVIA 1650 전자동 임상화학 분석기(Bayer)로 측정하

다.

    5. 통계 분석

  SAS 통계 팩키지를 이용하여 DHEA와 관련인자들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DHEA와 각 관련 인자들 간의 상관

관계를 알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과 다중 회귀분석을 

사용하 다. 또한 TAS를 사분위로 나누어서 DHEA 평균 

농도를 구한 후 분산 분석을 통해 차이를 알아보았다. 

결      과

    1. 연구 대상의 특성

  연구 대상군 중에서 남자는 79명, 여자는 118명으로 

여자의 대상군이 더 많았다. 총 197명 중 남자가 79명, 

여자는 118명이었으며, 20대가 13.2%, 30대가 29.4%, 40

대가 31.0%, 50대가 18.3%, 60대가 8.1%이었다(표 1). 

  대상의 임상적, 생화학적 지표는 표 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다. 각 지표의 평균은 연령은 42.9세, 맥압은 46.4 

mmHg, 체질량지수는 23.2 kg/m
2
, 총산화능은 1.21 mmol/ 

L, DHEA는 177.3 ug/mL, 저정철은 89.1 ng/mL, 백혈구 수

치는 5.73×1,000/uL, hs-CRP는 0.12 mg/L, albumin/globulin 

ratio (A/G ratio)는 1.40, 중성지방은 101.9 mg/dL, 저 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103.3 mg/dL, 요산수치는 4.98 mg/ 

dL, 총 빌리루빈은 1.24 mg/dL 다(표 2).

    2. DHEA와 비교인자들의 상관관계

  DHEA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DHEA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1). DHEA와 

Table 1. Age distribution of study population.
ꠧꠧꠧꠧꠧꠧꠧꠧꠧꠧꠧꠧꠧꠧꠧꠧꠧꠧꠧꠧꠧꠧꠧꠧꠧꠧꠧꠧꠧꠧꠧꠧꠧꠧꠧꠧꠧꠧꠧꠧꠧꠧꠧꠧꠧꠧꠧꠧꠧꠧꠧꠧꠧꠧꠧ

Male, Female, Total,
Age, years

N=79 N=118 N=197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0∼29 6 20 26 (13.2)
30∼39 29 29 58 (29.4)
40∼49 30 31 61 (31.0)
50∼59 8 28 36 (18.3)
60∼ 6 10 16 (8.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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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양의 상관관계를 보

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DHEA가 감소하 으며, 

DHEA가 감소할수록 TAS도 감소하 다(그림 2). DHEA

와 각 비교인자와의 상관관계 중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

는 경우는 연령(P＜0.001), TAS (P＜0.001), WBC (P= 

0.002), 중성지방(P=0.018), 요산(P＜0.001)이었다(표 3).

  TAS를 사분위로 나누어서 각 분위수의 DHEA 수치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 사분위에서는 TAS 수치가 0.98에서 

1.14까지 으며, 37명이 해당되었고, DHEA 평균값은 

94.3±45.5이었다. 두 번째 사분위에서는 TAS 수치가 

1.14에서 1.20까지 으며, 40명이 해당되었고, DHEA 평

균값은 161.0±80.3이었다. 세 번째 사분위에서는 TAS 

수치가 1.20에서 1.28까지 으며, 57명이 해당되었고, 

DHEA 평균값은 191.7±101.8이었다. 마지막 사분위에서

는 TAS수치가 1.28에서 1.43까지 으며, 61명이 해당되

었고, DHEA 평균값은 225.0±104.9을 보 다. 이와 같이 

TAS를 사분위로 나누어서 DHEA와 비교하여 보면, 상위 

사분위로 갈수록 DHEA 수치가 증가함을 볼 수가 있다

Table 2. Mean values of variables.
ꠧꠧꠧꠧꠧꠧꠧꠧꠧꠧꠧꠧꠧꠧꠧꠧꠧꠧꠧꠧꠧꠧꠧꠧꠧꠧꠧꠧꠧꠧꠧꠧꠧꠧꠧꠧꠧꠧꠧꠧꠧꠧꠧꠧꠧꠧꠧꠧꠧꠧꠧꠧꠧꠧꠧ

Variables  Mean Standard deviatio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years)  42.9     10.8
PP* (mmHg)  46.4  9.02
BMI† (kg/m2)  23.2  3.05
TAS‡ (mmol/L)  1.21  0.09
DHEA-s§ (ug/mL)  177.3  101.1
Ferritin (ng/mL)  89.1  78.18
WBC∥ (*1,000/uL)  5.73  1.59
hs-CRP¶ (mg/L)  0.12  0.58
A/G ratio**  1.40  0.16
Triglyceride (mg/dL)  101.9  60.0
LDL-cholesterol (mg/dL)  103.3  26.6
Uric acid (mg/dL)  4.98  1.35
Bilirubin (mg/dL)  1.24  7.67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ulse pressure, 
†
Body mass index, 

‡
Total antioxidant status, 

§
Dehy-

droepiandrosterone-sulfate, ∥White blood cell, 
¶
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Albumin/globulin ratio=albumin/ (total 
protein-albumin).

Figure 1. Plot of Age and DHEA. Serum DHEA-s level decreases 

as age increases. This plot show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age and serum DHEA-s level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P＜

0.001).

Table 3. Correlation between DHEA-s and variables.
ꠧꠧꠧꠧꠧꠧꠧꠧꠧꠧꠧꠧꠧꠧꠧꠧꠧꠧꠧꠧꠧꠧꠧꠧꠧꠧꠧꠧꠧꠧꠧꠧꠧꠧꠧꠧꠧꠧꠧꠧꠧꠧꠧꠧꠧꠧꠧꠧꠧꠧꠧꠧꠧꠧꠧ

r P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years) -0.44  ＜0.001
PP* (mmHg)  0.01 0.917
BMI† (kg/m2)  0.04 0.571
TAS‡ (mmol/L)  0.44 ＜0.001
WBC§ (*1,000/uL)  0.23  0.002
hs-CRP∥ (mg/L) -0.05  0.455
A/G ratio¶  0.12  0.060
Triglyceride (mg/dL)  0.17 0.018
LDL-cholesterol (mg/dL)  0.01 0.843
Uric acid (mg/dL)  0.34 ＜0.001
Bilirubin (mg/dL)  0.08 0.30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r: Correlation coefficient, P-values are calculated by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Pulse pressure, †Body mass index, ‡Total 
antioxidant status, 

§
White blood cell, 

∥
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
Albumin/globulin ratio=albumin/(total protein-albu-

min).

Figure 2. Plot of DHEA and TAS. Serum DHEA-s level and TAS 

have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P＜0.001).



이혜리 외: 건강한 성인에서 혈중 DHEA-s 농도와 TAS의 관련성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ol. 26, No. 4 221

(표 4)(P＜0.001). DHEA와 관련된 인자를 알기 위하여 관

련 인자들을 독립변수로 DHEA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는 인자

는 나이(P＜0.001)와 TAS (P=0.012) 다(표 5).

고      찰

  본 연구에서 혈중 DHEA-s 농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소견을 보 고, TAS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

다. DHEA-s와 비교인자들의 상관계수 비교에서 연령, 

TAS, 백혈구, 중성지방, 요산수치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

다. 하지만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DHEA-s와 연령 그

리고 TAS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다. 

  DHEA는 여러 동물 실험들과 역학조사들에서 노화 관

련 질환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동물 

실험에서 대량의 DHEA를 투여는 항암효과가 있으며 몇

몇 보고에서는 DHEA의 생성이 감소된 여성에서 유방암

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었다.19) DHEA는 동맥경

화 유발식이를 먹인 토끼에서 동맥경화증의 발생을 감

소시켰고, 혈중 DHEA-s농도가 낮은 남성은 심혈관계 질

환이 많다는 보고도 있다.20) 폐경 후 여성에서는 혈중 

DHEA-s 농도와 골 도와는 많은 상관관계가 있음이 보

고되었다.
3)
 연령 증가에 따른 혈중 DHEA-s 농도의 감소

가 비만 증가 및 동맥경화 증가에 관여한다는 연구도 있

으나, 페경기 여성에 관한 연구 및 폐경기 전 여성의 연

구에서는 높은 혈중 DHEA-s 농도는 오히려 중심성 비만

을 증가시켰다. 페경 후 여성에서 혈중 DHEA-s 농도와 

골 도와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보고되었다.21) 그 

외에도 학습 기억의 효과, 안녕감, 바이러스와 세균 감염

에 대한 효과 등도 보고된 바가 있다.17) 혈중 DHEA 농도

는 노인들의 신체 활동 지수와 관련이 있는데 요양시설

에 수용 중인 노인들의 DHEA 농도를 조사한 한 연구 

결과17) 전체의 40%가 정상범위 이하이었으며 특히 완전

한 간병이 필요한 노인들의 80%가 정상범위 이하이었고 

다른 연구들에서도 DHEA 농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높은 

신체 기능 지수를 보임을 보고하 다.18) 또한 Barrett-Con-

nor 등은 혈중 DHEA 농도가 하위 1/4에 속한 사람들은 

상위 1/4에 비해 향후 15년간 사망할 가능성을 남자에서 

40%, 여자에서 24% 증가함을 보고하 고19) 또 다른 연

구에서 혈중 DHEA 농도가 50세 이상의 남자에서 모든 

원인이 포함된 사망률과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 다.
20)

 

  이러한 여러 효과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부분은 연령 증가에 따른 DHEA의 감소가 노화의 과정

에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최근 

현대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생명체의 현상이 하나씩 밝

혀지고 있는 요즈음, 노화를 자연적인 진행으로 받아들

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질병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노화에 대한 접근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4) 나이가 들

어감에 따라 우리 인체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근

Table 4. Mean serum DHEA-s concentration according to TAS.
ꠧꠧꠧꠧꠧꠧꠧꠧꠧꠧꠧꠧꠧꠧꠧꠧꠧꠧꠧꠧꠧꠧꠧꠧꠧꠧꠧꠧꠧꠧꠧꠧꠧꠧꠧꠧꠧꠧꠧꠧꠧꠧꠧꠧꠧꠧꠧꠧꠧꠧꠧꠧꠧꠧꠧꠧꠧꠧꠧꠧꠧꠧꠧꠧꠧꠧꠧꠧꠧꠧꠧꠧꠧꠧꠧꠧꠧꠧꠧꠧꠧꠧꠧꠧꠧꠧꠧꠧꠧꠧꠧꠧꠧꠧꠧꠧꠧꠧꠧꠧꠧꠧꠧꠧꠧꠧꠧꠧꠧꠧꠧꠧꠧꠧꠧ

TAS (mmol/L)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Quartile 1 Quartile 2 Quartile 3 Quartile 4
P

(0.98∼1.13) (1.14∼1.19) (1.20∼1.27) (1.28∼1.4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N 37 40 57 61 ＜0.001
DHEA-s* (ug/mL) 94.3±45.5 161.0±80.3 191.7±101.8 225.0±104.9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 value is calculated by ANOVA.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5. Factors affecting DHEA. 
ꠧꠧꠧꠧꠧꠧꠧꠧꠧꠧꠧꠧꠧꠧꠧꠧꠧꠧꠧꠧꠧꠧꠧꠧꠧꠧꠧꠧꠧꠧꠧꠧꠧꠧꠧꠧꠧꠧꠧꠧꠧꠧꠧꠧꠧꠧꠧꠧꠧꠧꠧꠧꠧꠧꠧ

β Standard error P-valu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years) -4.287 0.610 ＜0.001
PP* (mmHg) -0.214 0.781 0.784
BMI† (Kg/m2) -0.429 2.273  0.851
TAS‡ (mmol/L) 244.335 96.027 0.012
Ferritin (ng/mL)  0.074 0.106 0.488
WBC§ (*1000/uL) -0.794 4.005  0.843
hs-CRP∥ (mg/L) -1.635 14.281  0.909
A/G ratio¶ -12.267 38.619  0.751
Triglyceride (mg/dL)  0.153 0.118 0.195
LDL-cholesterol (mg/dL)  0.165 0.235 0.484
Uric acid (mg/dL) -5.479 7.629  0.474
Bilirubin (mg/dL)  0.215 0.701 0.76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value are calculat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ulse 
pressure, †Body mass index, ‡Total antioxidant status, §White 
blood cell, ∥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Albumin/globulin 
ratio=albumin/(total protein-albu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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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회지222

육의 감소를 초래하는 단백질 합성이 크게 감소될 뿐만 

아니라, 골다공증을 초래하는 뼈의 생성 역시 감소된

다.3) 많은 연구자들은 이런 변화가 나이에 따른 호르몬

의 감소와 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22)

 따라

서 여성에서 폐경기 이후에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이

를 보충해 주듯이 DHEA를 공급해 주면 노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견해도 많이 제시되고 있다.
7,8)

  호르몬 감소가 노화에 기여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이

미 1956년부터 Harman은 자유기들이 노화 과정에 큰 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견해를 발표하 다.
16,23)

 산소 유리

기들이 세포막의 지질, 단백, 그리고 DNA에 손상을 주

어 노화에 기여한다는 것이다.16,24) 또한 많은 질병들의 

병인과 합병증에 산소 유리기들이 작용을 한다.
25)

 유리

기에 의한 체내 손상에 대한 체내 방어기전을 총괄하여 

항산화계라 하며, 항산화계에서 이러한 항산화 역할을 

하는 물질에는 비타민 C, 비타민 E, 요산, 알부민, 베타 

카로틴 등이 관여한다.23,25) TAS는 이런 항산화능의 총체

적인 능력의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26) 

  본 연구에서는 혈중 DHEA-s와 TAS가 연관성이 있다

는 결과를 나타냈으며, DHEA가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Marie-Agnes 등27)

은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DHEA를 투여하 을 때 

대장에 항산화 효과를 보 다는 결과를 보고하 으며, 

Manuela 등28)은 당뇨병을 앓고 있는 쥐에서 뇌허혈을 일

으킨 후에 DHEA를 투여했을 때 항산화 효과로 자유기

들에 의한 뇌 손상을 막았다는 결과를 보고하 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대상자들의 식습관, 운동여부, 흡

연, 음주 등의 생활양식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

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건강한 성인에서 혈

중 DHEA-s 농도와 총 항산화 능의 상관성을 밝힘으로써 

DHEA가 인체 건강에 미치는 효과의 한 기전을 제시했

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향후 혈중 DHEA-s 농도가 낮은 

성인에서 DHEA를 투여했을 때 혈중 TAS의 변화를 살펴

보는 전향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건강한 성인에서 혈중 DHEA-s 농도는 

TAS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 으며, 이것은 여러 

역학조사에서 나타난 건강 지표로서의 DHEA의 역할을 

설명하는 한 부분으로 생각된다. 

ABSTRACTS

The Relationship between Serum DHEA-s 
Level and TAS in Healthy Adults

He-Ri Lee, M.D., Dong-Hyuk Chung, M.D., Jee-Aee Im, 
Ph.D.*, Kyung-Chul Kim, M.D.**, Hye-Ree Lee, M.D., Duk- 
Chul Lee, M.D.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Yong-dong Severance Hospital,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s of *Laboratory 

Medicine, **Family Medicine, MizMedi Hospital

Background: DHEA is the most abundant steroid 

hormone secreted from the adrenal cortex and has 

several roles such as increasing insulin sensitivity, 

lowering serum lipid, improving obesity, and anti- 

cancer effects. DHEA levels vary profoundly and 

levels decline as age increases. But the role of DHEA 

in the aging process is not yet fully understood. TAS 

which provides information of one's antioxidant capa-

city, also decreases with age. In this study, we investi-

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AS and serum 

DHEA-s concentration.

Methods: By reviewing the medical records of 197 

healthy adults, we determined the serum levels of 

DHEA-s and TAS according to BMI, pulse pressure, 

WBC, hs-CRP, A/G ratio, LDL-cholesterol, triglyceride, 

ferritin, uric acid and total bilirubin. We studi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ameters by Pearson cor-

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mean level for TAS and serum DHEA-s 

was 1.20 mml/L and 177.3 ug/mL, respectively. Serum 

DHEA-s correlated positively with TAS (r=0.44) and 

negatively for age (r=-0.44). WBC triglyceride and 

uric acid also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

tions. But, according to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DHEA-s only correlated with TAS and age.

Conclusion: Serum DHEA-s correlates positively with 

TAS. (J Korean Acad Fam Med 2005;26:21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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