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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항상 여러모로 챙겨주시는 내분비내과 안철우 교수님, 

박종숙 교수님과 바쁘신 중에 늘 밝게 논문 심사에 

함께 해주신 황성순 교수님께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글로나마 전해드립니다.  

 때늦은 대학원 과정이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다행히 

졸업을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 중간에 포기할까 생각 

들 때도 있었고 논문 작업도 쉽지는 않았지만 항상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교수님들 덕분에 이 

과정까지 진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도 교수님인 안철우 교수님을 처음 뵌지가 어느덧 

십년 가까이 됩니다. 늘 한결같이 부족한 제자를 

이끌어 주시고 믿어주신 것에 대해 제 평생을 두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꼭 전해 올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느린 작업 능력으로 인해 저 대신 

많이 고생하며 아이 돌봐주신 어머님과 남편에게도, 

그리고 우리 예쁜 아가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김지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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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메트폴민을 사용하는 2형 당뇨병 환자에서 비타민 B12 결핍의 

유병률 및 호모시스테인 수치와의 연관성 

 

 

내 용 

 
서론: 메트폴민 사용은 혈청 비타민 B12 결핍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메트폴민 사용 기간과 용량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비타민 B12 결핍이 

단순 혈청이 아니라 조직에서의 결핍인지에 대한 부분도 아직 확실치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우리는 메트폴민을 사용하는 2형 당뇨병 

환자에서 비타민 B12 결핍의 유병률과 메트폴민 사용 기간과 용량의 

연관성 및 조직 수준의 결핍이라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용인 세브란스 병원 외래를 방문한 총 1,111명의 환자를 

등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혈청 비타민 B12는 경쟁적 결합 

효소면역법을 통해 측정하였고, 환자들의 자세한 정보 및 메트폴민 

사용 기간과 용량은 의무 기록과 설문, 대면 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결과: 메트폴민을 사용한 환자들에서 혈청 비타민 B12 결핍의 

유병률은 22.2% 였으며, 평균 혈청 비타민 B12 수치는 487.7 ± 

260.7 pg/mL 였다. 메트폴민의 평균 사용 기간은 10.1 ± 7.0 

년이었고 평균 하루 사용량은 1,339 ± 479 mg 이었다. 여러가지 

인자들을 보정 후 구했을 때, 하루 메트폴민 용량이 1mg 늘어나면 

혈청 비타민 B12 값은 0.142 pg/mL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 

< 0.001). 또한 종합 비타민제를 함께 복용한 환자에서 비타민 B 

결핍이 유의하게 적은 것도 알 수 있었다 (Odds ratio 0.23, p <0.001). 



2 

 

그러나 본 연구에서 비타민 B12 결핍과 메트폴민 사용 기간 사이에 

유의한 상관 관계는 보이지 않았다. 혈장 호모시스테인 수치는 

메트폴민 사용 기간과 용량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었으나, 

비타민 B12 수치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1,500 mg/day 이상의 메트폴민 사용이 

비타민 B12 결핍의 주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종합 

비타민제를 함께 사용하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혈청 호모시스테인 측정 결과 메트폴민 사용으로 인한 비타민 B12 

결핍이 실제 조직 수준에서의 결핍이라고 생각되나, 이는 좀 더 

광범위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핵심되는 말 : 메트폴민, 비타민 B12 결핍, 종합비타민, 호모시

스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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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폴민을 사용하는 2형 당뇨병 환자에서 비타민 B12 결핍의 

유병률 및 호모시스테인 수치와의 연관성 

 

<지도교수 안철우>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지운 

 

 

Ⅰ. 서론 

메트폴민은 수십년간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 1차 당뇨병 약제이며 

실제 오늘날에도 당뇨병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는 

약제이다.1 위장 장애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부작용이 적고 안전한 

약으로 알려져 있으나, 위장관에서 비타민 B12 흡수를 

저해시킴으로써 비타민 B12 결핍을 일으킬 수 있음이 1969년 

Berchtold 등에 의해 처음 제기된 이후로 꾸준히 보고되었다.2 평균 

6- 30%의 환자에서 메트폴민 사용으로 인한 비타민 B12 결핍을 

보일 수 있다고 보고되었으며, 혈청 비타민 B12 수치 또한 메트폴민 

사용량 및 지속 기간과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보고들도 있었다.3-8 

오랜 기간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나 최근에 대규모의 전향적 

연구들이 진행되고 그 관련성이 보다 명확히 밝혀짐에 따라,9,10 

2017년 미국당뇨병학회 진료지침에서도 메트폴민을 사용하는 당뇨병 

환자에서 주기적으로 비타민 B12 수치 검사를 고려하도록 

권고하였다.11 2016년에 발표된 Vanita R 등에 의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B12 결핍 발생률에 초점을 맞춰 대조군과 메트폴민 사용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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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약 1,000명씩 나눠서 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을 때 평균 9.5년 

후 추적검사상 대조군에서는 15.6%, metformin 사용군에서는 

20.3%에서 비타민 B12 결핍을 보였다.10  

한편, 비타민 B12는 측정방법의 다양성과 변동성으로 인해 한번 

단순 측정으로 비타민 B12 결핍을 진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12 또한 

생화학적 비타민 B12 결핍이 실제 조직에서 비타민 B12 결핍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호모시스테인은 DNA 

메틸화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메티오닌 대사의 1-탄소 경로의 주요 

구성 요소로써 비타민 B12의 세포 내 작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1,13 

호모시스테인의 증가는 심혈관계 질환, 인지 장애, 암, 만성 신부전 

및 기타 만성 질환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호모시스테인의 상승은 종종 비타민 B12의 결핍에 기인하기 

때문에 비타민 B12 결핍 환자에서 호모시스테인 수치 증가가 함께 

보인다면 보다 정확도 높게 실제 조직에서의 비타민 B12 결핍임을 

예측할 수 있다. 1,13 따라서 메트폴민 사용 환자들에게서 

호모시스테인 수치 또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연구들이 

보고되었으나 결과에 대한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14,15 

메트폴민 사용과 관련된 비타민 B12 결핍의 임상적 중요성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빈혈 및 말초 신경학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6 또한 불행히도 이 말초 

신경병증이 적절히 치료되지 못하면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의 

악화에 기여할 수 있고, 심각하고 영구적인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에 좀 더 주의가 필요하다.17 메트폴민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처방되고 치료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메트폴민에 의해 유발된 비타민 

B12 결핍의 유병률이 크게 증가했을 수 있으나, 서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육류 섭취가 적은 아시아계 인구에서 메트폴민 사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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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B12 결핍의 관계는 널리 연구되지 않았다. 특히, 메트폴민 

복용 기간과 용량에 따른 영향을 본 연구는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기간 메트폴민으로 치료받은 한국인 2형 

당뇨병 환자에서 B12 결핍증의 유병률을 알아보고, 메트폴민 복용 

기간과 용량에 따른 영향이 어떠한지, 또한 비타민 B12 결핍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비타민 B12 수치가 낮은 환자들과 그렇지 않은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측정하여 비교해 봄으로써 메트폴민 

사용으로 인한 비타민 B12 결핍이 실제 조직에서의 결핍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찰해보았다.  

 

Ⅱ. 재료 및 방법 

1. 참가자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용인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 외래에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단일기관 관찰 연구로써, 2017년 

6월부터 2018년 4월 사이에 내원한 환자들이 등록되었다. 

참가자는 20세부터 85세 사이의 2형 당뇨병 환자 중에 메트폴민을 

최소 6개월 이상 복용한 환자들이었으며, 위나 장 절제술 병력이 

있거나 염증성 장질환이 동반된 환자, 악성 빈혈 환자, 채식주의자, 

임산부, 1형 당뇨병 환자는 제외되었다. 또한 연구자의 판단 하에 

급성 병색을 지니거나 (심한 감염, 최근 1년내 진단된 암 환자, 

최근 3개월내 진단된 급성관동맥증후군) 심한 장기 손상이 동반된 

경우 [간경화 혹은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or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 정상 상한치의 3배 이상, 신사구체여과율 

< 30 mL/min/1.73m2, 증상이 동반된 심부전], 빈혈을 제외한 

혈액학적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의 환자들도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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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규약은 헬싱키 선언의 윤리적 지침에 부합되며, 

세브란스 병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의하여 승인되었다. 

 

2. 연구 진행 방법  

참가자들은 공복 상태로 채혈 및 소변 검사를 시행했고, 혈청 

비타민 B12, 혈청 엽산, 공복혈당, 인슐린 레벨, 당화혈색소, 

혈색소, 평균적혈구용량, AST, ALT, creatinine,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밀도 지단백,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및 일과성 

소변 albumin-to-creatinine ratio (ACR)을 측정했다. 또한 진료실에서 

키, 체중, 혈압 측정과 같은 기본 신체 검사를 시행했다.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 ≥ 140 mmHg 이거나 이완기 혈압 ≥ 90 mmHg, 혹은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일 때로 정의하였고, 대혈관 합병증 유, 무에 

대한 정의는 의무기록 검토를 통해 과거 관상동맥질환, 뇌졸증, 

말초동맥질환을 객관적으로 전문의로부터 확진을 받은 경우로 

정하였다. 당뇨 망막증은 안과 전문의 직접 진료를 통해 검사했고, 

일부의 환자에서는 연구 등록 당시 시행을 했지만, 그렇지 못한 

환자에서는 의무기록을 통해 최근 2년내 시행했던 검사결과를 

이용했다. 신경병증에 대한 판단은 간단한 물리적인 검사조차도 

실제 임상에서 시행하기는 불가능했기에, 환자들의 주관적인 증상에 

대한 설문지 조사를 통해 결정했다. 이전부터 신경병증을 진단 받고 

약물 복용을 하고 있거나, 혹은 Michigan Neuropathy Screening 

Instrument (MNSI)를 이용한 설문에서 2점 초과일 때를 신경병증이 

있다고 정의하였다.18 당뇨병 유병기간, 메트폴민 복용기간 및 

용량은 기본적으로 의무기록 검토를 통해 조사하였고, 불충분한 

의무기록에 대해서는 환자 재내원시 설문을 통해 보충하였다. 

메트폴민을 복용하다가 중간에 중단했을 경우에는, 중단했던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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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이라면 다시 복용 시작했던 때를 기준으로 기간을 

설정하였다. 메트폴민 용량은 최근 6개월동안 복용했던 용량의 

평균치로 하루 복용량을 계산하였다. 메트폴민 외 다른 약물 복용력 

및 음주, 흡연력은 최근 1년 이내의 의무기록 검토 혹은 연구자의 

개별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비타민 B를 포함한 종합 비타민제, 

칼슘제, 위장약 [(histamine-2 receptor blockers (H2 blocker)와 proton 

pump inhibitor (PPI))은 최소 6개월 이상 지속적인 복용 상태일 때를 

기준으로 복용력 유, 무를 판단하였다. 음주력은 일주일 단위로 

섭취하는 평균 에탄올 양을 계산하여 주 84 g 이상 섭취하는 

중등도 이상의 알코올 섭취를 기준으로 하였다.19  

기본적인 참가자들에 대한 상기 데이터를 모두 수집한 후에, 

비타민 B12 결핍군과 정상군으로 나누고 각각의 그룹에서 일부의 

환자들에게서 혈청 호모시스테인 측정을 위한 공복 채혈을 한 차례 

더 진행하였다.  

 

3. 실험실적 검사 방법 

   혈청 비타민 B12 수치는 Unicel DxI 800 analyzer (Beckman Coulter, 

USA)를 이용하여 경쟁적 결합 효소면역법 (competitive-binding 

immunoenzymetic assay)으로 측정되었다. 비타민 B12 결핍은 혈청 

비타민 B12 < 300 pg/mL이면서 혈청 엽산 결핍을 동반하지 않을 때 

로 정의하였고, 혈청 엽산 결핍은 < 4 ng/mL일 때로 정의하였다.1 

빈혈은 WHO 지침에 따라 혈색소 수치가 남자에서 < 13 g/dL, 여자

에서 12 g/dL일 때로 정의하였다.20 HOMA-IR 값은 공복 혈당 

(mg/dL) × 공복 인슐린 (μU/mL) / 405의 방정식을 통해 구했고,21 

신사구체여과율은 The Chronic Kidney Disease Epidemiology 

Collaboration (CKD-EPI) 방법으로 계산했다. 혈청 호모시스테인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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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화학발광면역측정법 [chemiluminescent Microparticle Immuno-Assay 

(Abbott Architec i2000, USA)]으로 측정하였으며, 소변 ACR은 30 

mg/gCr 이상을 기준으로 알부민뇨가 있다고 정의하였다.  

 

4. 통계 방법 

통계 분석은 SPSS version 23 (IBM, Chicago, IL, USA)을 이용했다. 

조사한 여러 가지 특성 요소들에 대해 평균값 ± 표준편차, 혹은   

빈도 (%)로 표기하였고, 비타민 B12 결핍군과 정상군 두 군 간의 

차이를 구하기 위해 연속형 변수에서는 독립적 t-검정, 범주형 

변수에서는 Pearson’s 카이제곱검정을 이용하였다. Pearson 상관 

분석을 시행하여 혈청 비타민 B12 수치와 메트폴민 사용 간의 

선형 관계 또한 살펴보았다. 비타민 B12 결핍에 대한 위험인자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의 요소들에 대한 단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고, 의미있게 나온 요소들만을 추려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odds ratio (OR)를 구하였다. Receiver operator 

characteristic (ROC) curve analysis를 통해 area under the curve (AUC)를 

계산하였고, 비타민 B12 결핍에 대한 메트폴민 복용 기간 및 

용량에 대한 cut-off value를 구하고자 하였다. 비타민 B12 결핍군과 

정상군 사이에서 1:2 propensity score matching (R version 3.1.3 이용)을 

통해 나이, 성별, 당뇨 유병기간, 체질량지수, 대혈관 합병증을 

보정하였고, 일부 환자들을 추려서 이차적으로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독립적 t-검정, Pearson’s 카이제곱검정, 다중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Ⅲ. 결과 

총 1,128명의 환자가 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중 적합한 1,111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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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Flow Diagram.  

 

등록되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1). 총 환자들의 평균 나이는 

59.5 ± 10.9세, 당뇨 유병기간은 10.5 ± 6.9년이었고, 평균 비타민 

B12 값은 487.7 ± 260.7 pg/mL 이었다. 평균 메트폴민 복용 기간은 

10.1 ± 7.0년이었고 평균 복용한 하루 용량은 1,339 ± 479 mg 이었다. 

본 연구에서 메트폴민을 복용한 2형 당뇨병 환자에서 비타민 B12 

결핍의 유병률은 22.2% (247명)로 나타났고, 결핍군의 평균 비타민 

B12 값은 231.2 ± 44.8 pg/mL 이었다. 비타민 B12 결핍군과 

정상군의 두 군으로 나누어 기본 특성을 비교하였고, 그 결과는 표 

1에 정리하였다. 두 군 사이에 의미 있게 차이가 있었던 요인들은 

당뇨 유병기간 (비타민 B12 결핍군, 11.4 ± 7.0년 vs. 비타민 B12 

정상군, 10.2 ± 6.9년; p = 0.019), 알코올 섭취 (24.6 % vs. 18.6 %; p = 

0.041), 빈혈 (19.4% vs. 13.6%; p = 0.02), 신경병증 (28.0% vs. 21.4%; 

p = 0.031), 비타민제 복용 (5.3% vs. 20.4%; p < 0.001), 수축기 혈압, 

Eligibility assessed (n= 1,128) 

ㅎ1,11,128) 

Enrolled (n= 1,111) 

Excluded (n=17) 

 Gastrectomy/ colectomy (n= 10) 

 Recent malignancy (n= 5) 

 Folate deficiency (n= 2) 

 
 

Vitamin B12 ≤ 300 pg/mL  

(n= 247) 

Vitamin B12 > 300 pg/mL  

(n= 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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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Vitamin B12 deficiency Normal vitamin B12 p-value 

Number (%) 247 (22.2) 864 (77.8)  

Age (years) 60.1 ± 11.6 59.3 ± 10.7 0.291 

Male (%) 148 (59.9) 497 (57.5) 0.501 

Diabetes duration (years) 11.4 ± 7.0 10.2 ± 6.9 0.019 

BMI (kg/m2) 26.4 ± 5.2 26.0 ± 3.6 0.215 

Alcohol > 84 g/week (%)  60 (24.6) 157 (18.6) 0.041 

Current smoker (%) 49 (20.7) 168 (20.4) 0.936 

Cardiovascular diseasea (%) 45 (18.2) 119 (13.8) 0.082 

Diabetic retinopathy (%) 44 (23.3) 128 (19.6) 0.265 

Systolic BP (mmHg) 130.1 ± 12.6 128.4 ± 12.3 0.047 

Diastolic BP (mmHg) 78.0 ± 10.1 76.9 ± 9.4 0.090 

Hypertension (%) 179 (72.5) 574 (66.7) 0.085 

Anemiab (%) 48 (19.4) 117 (13.6) 0.022 

Neuropathyc (%) 67 (28.0) 179 (21.4) 0.031 

Fasting glucose (mg/dL) 139.4 ± 36.6 138.7 ± 37.3 0.791 

Hemoglobin A1c (%) 7.1 ± 0.9 7.2 ± 1.0 0.167 

HOMA-IR 1.1 ± 0.9 1.2 ± 2.5 0.763 

Hemoglobin (g/dL) 13.6 ± 1.6 13.8 ± 1.7 0.053 

MCV (fL) 90.4 ± 4.7 91.7 ± 29.9 0.504 

Total cholesterol (mg/dL) 144.5 ± 27.0 146.5 ± 25.7 0.285 

Triglyceride (mg/dL) 138.8 ± 70.8 137.5 ± 70.6 0.800 

HDL-cholesterol (mg/dL) 45.6 ± 10.5 46.0 ± 10.8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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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L-cholesterol (mg/dL) 76.4 ± 24.3 77.6 ± 21.9 0.466 

AST (IU/L) 25.4 ± 10.7 28.2 ± 12.7 0.001 

ALT (IU/L) 23.4 ± 13.4 28.2 ± 16.5 < 0.001 

Creatinine (mg/dL) 0.98 ± 0.48 0.95 ± 0.23 0.389 

eGFR (mL/min/1.73m2) 79.7 ± 17.0 80.4 ± 17.1 0.587 

uACR ≥ 30 μg/mg Cr (%) 54 (22.8) 193 (23.3) 0.967 

Vitamin B12 (pg/mL) 231.2 ± 44.8 561.0 ± 250.3 < 0.001 

Folate (ng/mL) 13.0 ± 4.5 14.7 ± 11.1 0.440 

Multivitamin agents (%) 13 (5.3) 158 (20.4) < 0.001 

Calcium supplement (%) 17 (6.9) 67 (7.8) 0.648 

H2 blocker or PPI (%) 21 (8.5) 85 (9.8) 0.529 

Thiazolidinediones (%) 26 (10.5) 54 (6.3) 0.022 

Sulfonylurea (%) 96 (38.9) 284 (32.9) 0.080 

DPP-4 inhibitor (%)   185 (74.9) 528 (61.1) < 0.001 

SGLT-2 inhibitor (%) 28 (11.3) 121 14.0) 0.275 

Insulin use (%) 27 (10.9) 129 (14.9) 0.111 

Metformin duration (years)  11.1 ± 7.2 9.8 ± 6.9 0.014 

  < 10 110 (44.5) 480 (55.6) 0.007 

  10- < 20   104 (42.1) 302 (35.0)  

  ≥ 20 33 (13.4) 82 (9.5)  

Metformin dose (mg/day) 1,558 ± 438 1,276 ± 472 < 0.001 

< 1,000 21 (8.5) 202 (23.4) < 0.001 

1,000- < 1,500 37 (15.0) 215 (24.9)   

1,500- < 2,000 114 (46.2) 341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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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75 (30.4) 106 (12.3)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SD) or number (%);a = having recorded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or coronary bypass surgery, percutaneous 

transluminal angioplasty for peripheral arterial occlusive disease, or stroke, confirmed 

by a neurologist; b= Hemoglobin < 13 g/dL for men, < 12 g/dL for women (WHO 

guidelines); c= Previous neuropathy was diagnosed, or MNSI > 2; BMI, body mass 

index; BP, blood pressure; HOMA-IR, the homeostasis model of assessment-insulin 

resistance; MCV, Mean corpuscular volume; fL, femtolite; HDL, high-density 

lipoprotein; LDL, low-density lipoprotein;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GFR, glomerular filtration rate; ACR, albumin-to-creatinine 

ratio; H2 blocker, histamine 2 receptor blocker; PPI, proton pump inhibitor; DPP-4, 

dipeptidyl peptidase-4; SGLT-2, sodium glucose co-transporter-2. 

  

AST, ALT, DPPIV 억제제 사용, thiazolidinediones 사용 및 메트폴민 

복용 기간 (11.1 ± 7.2년 vs. 9.8 ± 6.9년; p = 0.014)과 용량 (1,558 ± 

438 mg/day vs. 1,276 ± 472 mg/day; p < 0.001)이었다. 그 외에 나이, 

성별, 체질량지수, 흡연 여부, 대혈관 합병증, 당뇨병성 망막병증,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혈색소, 평균적혈구용량, 지질 인자 및 

신사구체여과율은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Pearson 상관 분석을 시행하여 혈청 비타민 B12 수치와 

메트폴민 사용 간의 선형 관계를 살펴보았다. 혈청 비타민 B12 

수치는 메트폴민 용량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r = -0.300, p < 

0.001), 메트폴민 복용 기간과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r = 0.030, p = 0.317). 이러한 결과는 메트폴민 용량과 

복용 기간을 범주화하여 살펴보았을 때도 다르지 않았다. 메트폴민 

하루 복용량을 1,000 mg 미만, 1,000- 1,500 mg, 1,500- 2,000 mg, 

2,000 mg 이상인 네 그룹으로 나누어 상관관계를 보았을 때도 

메트폴민 용량이 많을수록 혈청 비타민 B12 수치는 의미 있게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으나 (p < 0.001, 그림 2), 메트폴민 복용 

기간을 10년 미만, 10- 20년, 20년 이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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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Box plot for serum vitamin B12 level according to different dose of 

metformin.  

 

때에는 혈청 비타민 B12 수치와 의미 있는 상관관계는 없었다 (p = 

0.667).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을 통해 여러가지 인자들을 보정 후 

구했을 때에도, 하루 메트폴민 용량이 1mg 늘어나면 혈청 비타민 

B12 값은 0.142 pg/mL 감소되는 음의 상관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 < 0.001, 표 2). 

표 3에서는 비타민 B12 결핍에 대한 위험인자와 위험도를 

나타내었다. 나이, 성별 및 단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의미있게 

나온 요소들을 추려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고 각각의 

Odds Ratio를 구하였다. 나이, 성별, 당뇨 유병기간, 알코올 섭취, 빈혈, 

비타민제 복용, ALT, 메트폴민 복용 기간을 보정하고도 메트폴민 

용량은 가장 의미 있는 비타민 B12 결핍의 위험 인자였으며 OR 

값은 하루 복용량 1,000 mg 미만인 군에 비해서 1,500- 2,000 mg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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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Relationship between metformin use and serum vitamin B12 level 

 Metformin duration Metformin dose 

 Beta (95% CI) p-value Beta (95% CI) p-value 

Serum vitamin B12      

  Crude 0.030 (-1.074, 3.314) 

-0.913 (-10.595, 8.769) 

5.289 (-2.509, 13.314) 

0.317 -0.299 (-0.193, -0.132) < 0.001 

  Model 1 0.853 -0.159 (-0.191, -0.126) < 0.001 

  Model 2  0.183 -0.142 (-0.169, -0.114) < 0.001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models were adjusted as follows: model 1: sex, 

age, diabetes duration; model 2: model 1 + duration of metformin, daily dose of 

metformin, alcohol, presence of anemia, multivitamin agents, ALT; CI, confidence 

interval. 

 

표 3. Logistic regression for potential risk factors of Vitamin B12 deficiency 

among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Risk factors OR (95% CI) p-value 

Age (per year) 1.02 (1.00- 1.04) 0.019 

Male  0.98 (0.68- 1.41) 0.912 

Diabetes duration 0.98 (0.93- 1.03) 0.330 

Alcohol > 84 g/week  1.75 (1.15- 2.66) 0.009 

Anemiaa 1.56 (1.00- 2.41) 0.048 

Multivitamin agents 0.23 (0.13- 0.42) < 0.001 

ALT (IU/L) 0.98 (0.96- 0.99) 0.008 

Metformin duration   0.386 

  < 10 (years) 1  

  10 - < 20   1.43 (0.86- 2.37) 0.169 

  ≥ 20 1.86 (0.62- 5.55) 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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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formin dose   < 0.001 

< 1,000 (mg/day) 1  

1,000 - < 1,500 1.72 (0.94- 3.14) 0.080 

1,500 - < 2000 3.34 (1.95- 5.75) < 0.001 

≥ 2,000 8.67 (4.68- 16.06) < 0.001 

a = Hemoglobin < 13 g/dL for men, < 12 g/dL for women (WHO guidelines);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군에서 3.34 (95% CI, 1.95- 5.75; P < 0.001), 2,000 mg 이상인 군에서 

8.67 (95% CI, 4.68- 16.06; P < 0.001)이었다. 메트폴민 복용 기간의 

경우에는 단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10년 미만인 군에 비해 길게 

쓸수록 의미 있게 비타민 B12 결핍의 위험도가 높아졌으나 (10-20

년, unadjusted OR, 1.50, P = 0.009; 20년 이상, unadjusted OR, 1.76, P = 

0.015), 여러 인자들을 보정한 후에는 그 상관성이 유의하지 않았다. 

메트폴민 사용 외에도 2형 당뇨병 환자에서 비타민 B12 결핍에 영향

을 준 요소들에는 알코올 섭취, 빈혈, 비타민제 복용, ALT가 있었다. 

그림 3은 비타민 B12 결핍에 대한 메트폴민 복용 기간 및 용량의  

ROC curve이다. 메트폴민 복용 기간의 AUC는 0.56 (95% CI, 0.51- 

0.60; P = 0.008)이며, cut-off value는 9.5년 (민감도 56%, 특이도 

57%)이었다. 메트폴민 용량의 AUC는 0.68 (95% CI, 0.64- 0.71; P < 

0.001)이며, cut-off value는 1,425 mg/day (민감도 77%, 특이도 

48%)였다.  

 비타민 B12 결핍군과 정상군의 일부 환자들에서 1:2 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통해 나이, 성별, 당뇨 유병기간, 체질량지수, 대혈관 

합병증을 보정 후 시행한 혈청 호모시스테인 수치는 평균값이  

비타민 B12 결핍군에서는 12.6 ± 4.5 μmol/L, 정상군에서는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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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Receiver operator characteristic curve analysis for the duration of 

metformin use and daily metformin dose related to vitamin B12 deficiency. 

 

표 4. Homocysteine level comparison between two groups  

Vitamin B12 deficiency Normal vitamin B12 p-value 

Number  40 76  

Age (years) 58.1 ± 11.3 60.3 ± 10.9 0.310 

Male (%) 27 (67.5) 48 (63.2) 0.642 

Diabetes duration (years) 10.5 ± 6.2 12.4 ± 8.8 0.223 

BMI (kg/m2) 25.9 ± 3.6 25.8 ± 3.7 0.899 

Alcohol > 84 g/week (%)  9 (22.5) 14 (18.7) 0.625 

Current smoker (%) 7 (18.4) 17 (22.7) 0.602 

Cardiovascular diseasea (%) 16 (40.8) 31 (40.0) 0.934 

Diabetic retinopathy (%) 10 (34.5) 19 (32.8) 0.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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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CR ≥ 30 μg/mg Cr (%) 15 (37.5) 24 (32.9) 0.445 

Hypertension (%) 28 (70.0) 55 (72.4) 0.788 

GFR (mL/min/1.73m2) 79.4 ± 18.5 76.8 ± 18.1 0.474 

Anemiab (%) 11 (27.5) 13 (17.1) 0.189 

Hemoglobin (g/dL) 13.3 ± 1.6 13.9 ± 1.8 0.064 

MCV (fL) 89.3 ± 5.9 91.4 ± 4.2 0.033 

Vitamin B12 (pg/mL) 234.0 ± 44.8 533.9 ± 226.4 < 0.001 

Multivitamin agents (%) 4 (10.0) 11 (15.9) 0.385 

Metformin duration (years)  10.0 ± 6.4 11.5 ± 9.0 0.345 

Metformin dose (mg/day) 1,612 ± 459 1,311 ± 511 0.002 

Homocysteine (μmol/L) 12.6 ± 4.5 11.1 ± 4.1 0.075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SD) or number (%);a = having recorded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or coronary bypass surgery, percutaneous 

transluminal angioplasty for peripheral arterial occlusive disease, or stroke, confirmed 

by a neurologist; b = Hemoglobin < 13 g/dL for men, < 12 g/dL for women (WHO 

guidelines); BMI, body mass index; GFR, glomerular filtration rate; MCV, Mean 

corpuscular volume; fL, femtolite.  

 

표 5. Multivariab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for homocysteine level  

Variables Beta (95% CI) p-value 

Male  1.290 (0.448, 3.027) 0.144 

Alcohol > 84 g/week  1.378 (-0.560, 3.315) 0.162 

Current smoker 1.397 (-0.494, 3.287) 0.146 

GFR (mL/min/1.73m2) -0.095 (-0.135, -0.056) < 0.001 

Vitamin B12 (pg/mL) -0.004 (-0.008, -0.001) 0.013 

CI, confidence interval; GFR, glomerular filtra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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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μmol/L로 비타민 B12 결핍군에서 다소 높은 경향이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p = 0.075, 표 4). 호모시스테인 

수치와 연관성을 가지는 요소들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 

분석을 시행하였고, 의미 있는 요소들을 추려서 다시 다중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성별, 알코올 섭취, 흡연력을 보정하고도 혈청 

비타민 B12 수치는 호모시스테인 수치와 의미 있는 음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r = -0.004, r2 = 0.053, p = 0.013). 메트폴민 복용 

기간이나 복용량은 호모시스테인 수치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보이지 

않았다 (표 5). 

 

Ⅳ. 고찰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메트폴민을 장기 복용한 2형 당뇨병 환자에서 

비타민 B12 결핍의 유병률은 22.2%였으며, 복용한 메트폴민 하루 

용량이 많을수록 비타민 B12 결핍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 비타민 B12 결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요소들에는 

나이, 중등도 이상의 알코올 섭취, 빈혈, 비타민제 복용, ALT 수치가 

있었다. 그러나 예상했던 메트폴민 복용 기간은 본 연구에서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혈청 호모시스테인 수치는 혈청 

비타민 B12 수치와 의미 있는 음의 상관 관계를 나타냈지만, 비타민 

B12 결핍군과 정상군 사이에서 그 평균값이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전 연구들을 살펴보면, 인종과 비타민 B12 기준값, 메트폴민 

사용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메트폴민 복용 후 비타민 B12 

결핍의 빈도는 대개 6- 30%로 보고되었다.3-10 Vanita R 등에 따른 

대규모 전향적 연구에서는 메트폴민을 평균 9.5년 복용 후 20.3%의 

유병률을 보였고,10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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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데이터에서는 비타민 B12 300 pg/mL 미만을 기준으로 22 %의 

유병률을 보였다.3 최근 우리나라 가톨릭 의과대학에서 799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보고한 연구에서는 비타민 B12 결핍율이 9.5%, 

평균 비타민 B12 수치가 662.5 ± 246.7 pg/mL로 본 연구에서보다 

낮은 유병률과 높은 평균값을 보였는데, 검사 방법의 차이 등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무엇보다 메트폴민 복용 기간과 용량이 

달랐던 점을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5 일부 연구에서는 

메트폴민 사용량이 비타민 B12 결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보고하였는데, 가톨릭 의과대학의 연구에서는 메트폴민 복용 기간과 

하루 용량 모두 비타민 B12 결핍과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었으며 

cut-off value가 각각 4년, 1,000 mg/day라고 보고하였다. Joline W 등에 

따른 550명 대상 환자-대조군 연구에서 보면, 메트폴민 용량은 1 

mg/day 늘어날수록 비타민 B12가 0.042 pmol/L 떨어지는 음의 상관 

관계를 보였지만, 복용 기간은 의미 있는 상관성이 없었다.4 비슷하게 

메트폴민 복용 기간보다 하루 용량이 더 의미 있는 비타민 B12 위험 

인자임을 보고한 몇몇 연구들이 있었다.22,23 본 연구에서도 메트폴민 

용량은 1 mg/day 늘어날수록 비타민 B12가 0.142 pg/mL 떨어지는 

음의 상관 관계를 보였지만, 복용 기간은 의미 있는 상관성이 없었다. 

다른 연구들과 종합해서 보았을 때, 메트폴민 하루 용량이 비타민 

B12 결핍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비타민 B12는 methylmalonyl-CoA mutase와 메티오닌 합성 세포 내 

경로 모두에 관여한다. 비타민 B12의 세포 내 결핍은 이 두 가지 

경로를 방해하고, 대사 효능의 생화학적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메틸말론산과 호모시스테인을 증가시킨다.13,17 따라서 만일 

메틸말론산과 호모시스테인 증가가 없이 혈청 비타민 B12 감소만 

있다면, 조직에서의 비타민 B12 감소가 아닌 단순 생화학적 비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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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2 감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실제 메트폴민 복용 후 비타민 

B12 감소가 호모시스테인 증가 없는 생화학적 감소라는 연구들도 

보고되었다.24,25 그러나 메트폴민 사용 환자들에게서 비타민 B12 

감소 뿐 아니라 호모시스테인 수치 또한 증가한다는 연구들도 또한 

보고되어서 이 부분의 결론에 대한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9 

본 연구에서도 일부 환자들에서 이차적으로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측정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비타민 B12 결핍군에서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보다 높은 경향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다중 회귀 분석을 통해 비타민 B12와 의미 있는 음의 상관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이 결과는 메트폴민 사용으로 인한 비타민 B12 

감소가 조직학적인 감소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비타민 B12 결핍의 임상적 의의는 무엇보다 거대적아구성 빈혈 및 

신경병증이라고 할 수 있다.1, 16, 17 본 연구에서 빈혈은 다른 인자들을 

보정한 후에도 비타민 B12 결핍과 의미 있는 양의 상관 관계를 

보이긴 했으나, 다른 연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거대적아구성 빈혈 (평균적혈구용량 > 100 fL)을 보이는 환자들은 

거의 없었다.5 전체 환자들 중에 13명이 100 fL 이상의 

평균적혈구용량을 보였는데 그 중 비타민 B12 결핍군에 속하는 

환자는 한명 뿐이었다. 이는 나이, 영양 등 여러가지 복합 요소들과 

철 결핍성 빈혈 및 만성 질환에 의한 빈혈 등이 같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비타민 B12 결핍으로 인한 빈혈일지라도 

평균적혈구용량이 30% 에서는 정상이라는 연구들도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해준다.26-28 본 연구가 단면 연구이기에 인과 관계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연구 결과로 보았을 때 비타민 B12 결핍이 빈혈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메트폴민 사용 및 비타민 B12 

결핍으로 인한 신경병증 또한 이전부터 많이 회자되고 연구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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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다. 특히 최근 

제기되었듯이 메트폴민 사용으로 인한 비타민 B12 결핍이 단순 

생화학적 결핍이라면 더욱 신경병증과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17 본 연구에서 비타민 B12 결핍군과 정상군 사이에 

신경병증 유병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나타났으나, 여러 

인자들을 보정 후 비타민 B12 결핍과 신경병증의 유의한 상관 

관계는 없었다. 비타민 B12 결핍에 의한 신경병증은 당뇨병성 

신경병증과 임상적으로 구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지만, 조기 치료시 

예후가 좋을 수 있으므로 간과하지 말아야 하겠다.1  

메트폴민이 혈청 비타민 B12를 감소시키는 명확한 기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가장 유력한 가설은 말단 회장에서 칼슘 

의존적인 과정으로 비타민 B12가 흡수될 때 메트폴민이 점막 

세포막에 칼슘과 경쟁하여 비타민 B12 흡수 장애를 유발한다는 

것이다.29 이러한 메트폴민으로 인한 흡수 장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용하는 종합 비타민제 (대개 2~30 ug/day 정도의 소량 비타민 B12 

함유)의 보충으로 호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최근 리뷰 저널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지만 장기간 

메트폴민을 사용하는 환자들에게서 비타민 B12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비타민제 사용을 권고하기도 하였다.30 또한 최근 보고된 후향적 

연구에서 일반적인 종합 비타민제를 메트폴민과 함께 복용했던 

당뇨병 환자에서 그렇지 않은 군에서보다 비타민 B12 결핍의 odds 

ratio가 0.14로 감소했음을 보여줬다.31 그러나 비타민제 사용을 함께 

조사했던 대다수의 연구들에서는 비타민제 복용이 비타민 B12 

결핍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3, 5, 23 본 연구에서는 여러 

인자들을 보정한 선형 혹은 로지스틱 다중 회귀 분석 모두에서 의미 

있게 비타민제 보충이 비타민 B12 결핍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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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의무 기록 및 설문을 통해 6개월 이상 꾸준히 비타민제를 

보충했던 환자들을 조사하여 비교했기에 더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비교적 연구가 적게 이루어졌던 아시아계 인종에서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했다는 강점이 있다. 또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자들 (메트폴민 복용 기간 및 용량, 신경병증 증상, 

호모시스테인 수치 등)에 대해 이전 연구들보다 보다 다양하게 

조사했다는 점도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점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단면 연구였기에 여러 인자들과 

비타민 B12 결핍 사이에 인과 관계를 알 수 없었으며, 둘째, 

메트폴민 사용 기간이 매우 길었거나 중간에 병원을 옮겨서 치료했던 

환자들의 경우에 의무 기록도 정확하지 않았으므로 환자들의 기억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그 정보가 부정확했을 수 있다. 셋째, 

메트폴민 하루 사용량의 경우 정확한 누적 사용량을 계산하여 평균을 

냈던 것이 아니라 최근 6개월간의 사용량만 조사하여 평균을 냈기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 넷째, 호모시스테인을 일부의 환자들에서만 

검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점과, 비타민 B12 검사를 했던 시기와 약 

3- 6개월 가량 차이가 났다는 점이 한계점 중 하나이다. 다섯째, 

비타민 B12는 육류, 생선, 유제품 등 동물성 식품에 함유가 많이 

되어 있는 영양소이고 혼란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환자들의 식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했지만, 본 연구에서 채식주의자 여부 외의 

자세한 식이 조사는 시행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신경병증에 대해서 

객관적인 신경학적 검사나 물리적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단순히 

환자들의 주관적 증상만 조사했다는 점이 위음성률을 높였을 

가능성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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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1,500 mg/day 이상의 메트폴민 사용이 

비타민 B12 결핍의 주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종합 

비타민제를 함께 사용하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혈청 호모시스테인 측정 결과 메트폴민 사용으로 인한 비타민 B12 

결핍이 실제 조직 수준에서의 결핍이라고 생각되나, 이는 좀 더 

광범위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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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valence of vitamin B12 deficiency and association with homocysteine 

levels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using metformin 

 

Ji Woo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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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Chul Woo Ahn) 

 
 

Introduction: Metformin use is associated with serum vitamin B12 deficiency. 

However, studies on the influence of both duration and dose of metformin are 

still lacking. Therefore, we investigated the prevalence of vitamin B12 

deficiency (serum vitamin B12 < 300 pg/mL) in type 2 diabetes patients and its 

relation with duration and dose of metformin use.  

Methods: A total of 1,111 type 2 diabetes patients using metformin, who 

visited Yongin Severance Hospital outpatient clinic, were enrolled in this study. 

Serum vitamin B12 levels were quantified by competitive-binding 

immunoenzymetic assay. Detailed information on metformin use and 

confounding variables was collected from medical records and the 

questionnaires.  

Results: The prevalence of vitamin B12 deficiency in metformin-treated type 2 

diabetes patients was 22.2 % (n= 247), and the mean vitamin B12 level was 

487.7 ± 260.7 pg/mL. The mean duration of metformin use was 10.1 ± 7.0 years 

and the mean daily dose was 1,339 ± 479 mg. Adjusting for multiple 

confounders, a 1 mg/day increase in daily metformin dose was associated with 

0.142 pg/mL decrease in vitamin B12 levels (p < 0.001). Compared with daily 

metformin dose of < 1,000 mg, the adjusted odds ratio for 1,000-1,500 mg, 

1,500- 2,000 and ≥ 2,000 mg were 1.72 (P= 0.080), 3.34 (p < 0.001), and 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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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1) respectively. In addition, vitamin B deficiency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less in patients taking multivitamins together (Odds ratio 0.23, p < 

0.001). However, after adjusting for confounding factors,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vitamin B12 deficiency and the duration of 

metformin use in this study. Serum homocysteine levels were significantly 

negatively correlated with vitamin B12 levels, but were not directly related to 

duration and dose of metformin. 

Conclusions: The use of more than 1500 mg/day of metformin may be a 

significant risk factor for vitamin B12 deficiency, and concurrent multivitamin 

use may potentially protect against low vitaminB12 levels in metformin users. 

----------------------------------------------- 

Key Words : Metformin, vitamin B12 deficiency, multivitamin, 

homocystei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