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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비타민 D: 호르몬 같은 영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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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amin D: Hormone-like nutr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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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aim of this review is to comprehensively summarize the definition of vitamin D as a nutrient as well as a
hormone-like molecule and its new function in prevention of various chronic diseases. Methods: The review was written by
the method for systematic reivew writing. Literatures from the various sources, including research articles, book chapters,
proceedings and electronic materials as appropriate, were screened first and then reviewed and analyzed for the review.
Results: Vitamin D was originally considered as the essential nutrient as a vital carbon compound and was first discovered
among children with osteomalacia, also known as ricket disease, characterized by poorly calcified bones which were easily
bent rather than broken. Since that time, vitamin D has been known as the key nutrient to improve bone health. However,
recently emerging study findings have shown that vitamin D acts as the hormone-like nutrient since it is synthesized like a
hormone when our body needs and this particular vitamin also acts like a cell signaling ligand which regulates gene
expression of various proteins. So far positive effects of vitamin D have been suggested for the action of anticancer, antiimmune function, and anti-cardiovascular disease, as well as antidiabetic function, etc. In this review, the definition for
vitamin D as a nutrient vitamin as well as a hormone-like molecule, cell signaling mechanism of vitamin D, and finally the
potential role for the prevention of chronic diseases are discussed. Conclusion: Vitamin D is now being considered as a
vital nutrient as a vitamin and as a potential substance for prevention of several chronic diseases.
KEY WORDS: vitamin D, bone health, hormone, chronic disease

서 론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와 비슷하게 생각되는 골다공

1920년대에 인체의 영양소 결핍을 치료하는 연구자와
의사들은 아동들의 뼈가 충분히 칼슘화가 일어나지 않아
서 골연화증 (osteomalacia, 또는 ricket이라고 불리는 구루
병)이 있는 아동들에게서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게 되었다.1 따라서 발견 당시부터 비타민 D는 뼈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오늘날까지
뼈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강화식품용 영양소 중에 대표적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골연화증 (osteomalacia)은 칼슘이
나 비타민 D의 부족으로 골 (뼈)이 잘 경화 (무기질화 또는
칼슘화, mineralization, calcification) 되지 못하여 골이 휘
는 현상으로 (osteomalacia), 주로 자라나는 아동들에게서

나, 주로 중년기 이후 성인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며.

증 (osteoporosis)은 역시 뼈에 칼슘이 부족한 경우는 같으
이는 기존의 뼈 조직에서 칼슘이 빠져 나와, 뼈에 칼슘이
부족해지고 따라서 뼈가 작은 충격에도 쉽게 잘 부러지는
현상을 말한다 (osteoporosis).2
이제까지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 (vitamin: carboncontaining amine chemicals) 종류에 속하는 필수 영양소
로 알려져 왔지만, 실은 이 특수 비타민은 신체가 필요하면
체내에서 합성되기도 하고, 식품을 통해 섭취한 비타민 D
형태도 체내에서 다시 신체가 필요로 하는 형태로 변환되
어야 하며, 비타민 D가 기능을 하고자 하는 조직세포에까
지 혈류를 타고 운반되어가서 세포에 신호전달을 해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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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비로소 조직의 세포가 비타민 D로서 기능을 활용하

설을 작성하였다.

는 점 등, 기존의 영양소 비타민 D로서만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여러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3 이러한 비타민의 새로

결과 및 고찰

운 특성들이 근래에 여러 면에서 활발히 연구 보고 되고 있
으며, 따라서 비타민 D에 대한 새롭고 흥미로운 기능들이
많이 알려지고 있다. 뼈를 튼튼하게 한다는 기존의 기본적

비타민의 정의 및 체내 합성
비타민의 정의

기능 외에 항암기능, 항염증성 기능, 당뇨병 및 심혈관계

원래 비타민 (vitamin)의 어원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

질병 예방기능 등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비타민 D는 지

질이지만 체내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므로 식품으로부터

금가지 영양학 분야에서 뼈 건강과 관련이 있는 영양소로

섭취해야 하고, 우리 몸이 꼭 필요로 하는 (vital) 탄소를 함

주로 알려져 왔는데, 근래에 비타민 D의 새로운 기능들이

유하는 화합물 (carbone-containing chemicals) 형태의 물

보고되면서 비타민 D는 영양학자들 뿐만 아니라 기초생물

질’ 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5,6 이러한 용어 정의 면에서

과학 연구자 및 임상관련 전문가들의 관심도 많이 받고 있

만 본다면 비타민 D는 영양소의 한 종류인 비타민 범주에

다. 아래에 비타민 D의 영양소으로서의 기능과 더불어 호

속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존의 비타민의 속성에 약간 어긋

르몬 물질 같은 작용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대부분의 비타민은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아 주로 식품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하지

연구방법
체계적 총설 작성 방법 활용

만, 비타민 D는 체내 합성이 가능하다는 점이다.3
비타민 D는 태양 빛이 있으면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
의 일종인 7-dehydrocholesterol을 이용하여 피하조직에서

본 논문은 비타민 D에 대해 체계적 총설 (systematic

만들 수 있다 (Fig. 1). 비타민 D 급원 식품을 살펴보면 주

review) 작성 방법에 근거해서 작성하였다.4 그 작성 단계는
다음의 5 단계를 사용하였다. 1) 1단계: 비타민 D의 영양소

로 생선, 난황 등에 들어 있으며, 다양한 식품에 골고루 함

및 호르몬으로서의 기능에 대한 근거 및 내용에 대해서 전
체적 윤곽을 계획했다 (frameing the question). 2) 2단계: 해
당되는 자료 및 문헌을 검색하고 확인하였다 (identifying

relevant work). 3) 3단계: 선정된 문헌들에 대한 연구적
가치 및 질을 평가, 분석하였다 (assessing the quality of
studies). 4) 4단계: 분석된 내용, 즉 본 총설의 데이터를 글
또는 도식으로 정리하였다 (summarizing the evidence).
5) 5단계: 본 총설에서 피력하고자 했던 내용에 대해서 편
입견 없이 분석된 데이터에 대한 객관적 해석과 결론을 유
추하였다 (interpreting the findings). 즉 간결히 정리하면,
총설 주제에 대한 선정, 문헌검색, 문헌선정 및 선정자료의
분석 순서로 작성하였다.

상세 문헌고찰 및 분석 방법
문헌 검색과 분석은 기간은 2015년 9월 1일부터 10월 31
일까지 행하였으며, 문헌의 자료는 국외 database로서는

Pubmed, Google Scholar, Google 등을 활용하였으며, 국
내 database로서는 KISS, DBPIA, RISS, NDSL 등을 활용
하였다. 문헌검색의 검색어는 ‘비타민 D’ 및 관련 용어로
하였으며, 문헌검색의 대상은 학술지 논문, 저서 등을 주로
하였다. 20년 이상 오래된 논문은 되도록 배제하였고, 총
약 100편 이상의 선정 논문 중에서 심화된 연구내용 검토
를 통해서 약 22편의 논문 및 데이타베이스를 대상으로 총

Fig. 1. Vitamin D synthesis using sunlight and cholestrol in body.
Vitamin D precursor (or called as pro-vitamin D3) is first synthesiszed at skin tissue (skin cells) using sunlight (ultraviolet B, UVB),
then this synthesized vitamin D precursor is secreted outside skin
cells and carried to the liver through blood vessel and after then
in the liver it is transformed to 25(OH)D (cholecalcitriol). Once synthesized, 25(OH)D is secreted outside liver cell and transferred to
the kidney and there 25(OH)D is synthesized to 1,25(OH)2D as the
final form of active vitamin D. This active form of 1,25(OH)2D is
now secreted outside kidney cells and carried to the various tissue
where vitamin D activity is needed. Our body only can use vitamin
D as the active vitamin D type as 1,25(OH)2D. Abbreviations: UVB
- ultraviolet B; vitamin D precursor - previtamin D3 or provitamin
D3; 25(OH)D - cholecalcitrol; 1,25(OH) 2D –1,25-dihydrooxycholecalciferol or calcitriol; active vitamin D – 1,25(OH)2D (Image was
revised by the authors. Source: Referenc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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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되어 있기보다는, 함유되어 있는 식품 종류가 다소 제한

로 분비되어, 혈관을 타고 간으로 가서 간세포 안에 존재하

적이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우리 몸은 어쩌면 비타민

는 미토콘드리아 (mitochondria: 세포 안의 소기관으로서

D를 합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외부로부터의
섭취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몸이 필요로 할 때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셈이다.3,7 일반적으로 영양소 중
에는 우리 몸이 꼭 필요로 하지만 체내 합성은 되지 않아서
꼭 외부 환경인 식품으로부터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들은
비교적 다양한 식품들에 골고루 함유되어 있는 편이며, 따
라서 일상적인 식생활에서 특정 영양소가 쉽게 결핍되지
않도록 하는 영양소도 있기는 하다 (무기질인 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 됨). 비타민 D는 특이하게 식품으로부터 섭취를
한 비타민 D 형태 그대로 우리 몸에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조직 세포들 (피부세포, 간세포, 신장세포 등)이 활
성형 비타민 D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해서 우리 몸이 사용
하는 점도 다른 비타민들과는 다른 점이다. 아래에서 비타
민 D의 체내 합성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주로 에너지 생성을 담당함) 및 마이크로좀 (microsome:
세포내 소포체의 일부가 분리되어서 만들어진 세포소기
관로서 운반체의 기능을 하거나, 스테로이드 같은 물질을
합성함)에 있는 효소에 의해서 25(OH)D 물질로 합성된다.
그런 다음 다시 간세포 밖으로 분비되어 혈관을 통해 신장
으로 가서 신장세포에서 1,25(OH)D로 합성된 다음, 신장
세포 밖으로 분비되면 혈관을 통해 온 몸의 각 조직 세포에
가서 신체가 원하는 비타민 D의 생리적 기능 및 대사를 행
하게 된다. 신장세포가 합성하는 마지막 단계의 비타민 D
의 형태, 즉 1,25 (OH)2D 형태가 되어야만 우리 몸의 세포
가 활용할 수 있는 비타민 D의 형태라 하여 이를 ‘활성형
비타민 D’ 라고 한다 (Fig. 1, 2).8

Fig. 3에는 버섯식품에 들어 있는 비타민 D의 형태나 또
는 우리 신체가 합성한 비타민 D의 종류들을 제시하였다.
우리 몸은 신체 내에서 콜레스테롤로부터 만들어지거나

비타민 D의 체내 합성
신체는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는데, 햇빛을 쬐게 되면

식품으로부터 섭취되는 비타민 D가 일단 우리 몸에 들어
오면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비타민 D의 기능을 하게 되므

우리 몸의 피부 조직세포는 체내의 cholesterol로부터 만
든 7-dehydrocholesterol이란 물질을 햇빛의 자외선 (ultra-

violet)을 이용하여 비타민 D3로 변환시킨다 (Fig. 2). 7dehydrocholesterol 은 햇빛에 의해서 비타민 D3로 되기 때
문에 provitamin D3 또는 비타민 D 전구체 (vitamin D
precursor)라고 불리기도 한다 (pro-, 접두어 ‘이전의’ 뜻).
피부조직에서 비타민 D가 합성되는 부위는 표피세포층이
기 보다는 피부 표피층 바로 밑 하층 구조를 이루고 있는
피하조직의 진피세포층이다.3
피하조직세포에서 합성된 vitamin D3는 피부세포 밖으

Fig. 2. The structure of cholesterol and 7-dehydrocholesterol (provitamin D3) (Image was redrawn and revised. Source: References
3 and 8).

Fig. 3. Types of vitamin D. Vitamin D2 is abundantly present in mushroom, while D3 (25-hydroxy-cholecalciferol) is synthesized to cholesterol at skin. Vitamin D3 is synthesized by adding one OH (hydroxyl) group to the provitamin D at the liver, and then again one more OH
group added at the kidney, which finally 1,25-dihydroxycholecalciferol (calcitriol, active form of vitamin D) is synthesized. Our body can
utilize vitamin D2 from mushroom etc. to the active form of vitamin D (calcitriol) (Image was redrawn and revised. Source: References 3
and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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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햇빛을 많이 쬐던가, 비타민 D의 식이섭취가 부족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

비타민 D의 호르몬으로서의 기능 : 체내세포내 합성 및
세포신호전달 기능
신체 내 세포에 의한 합성 과정

호르몬의 정의와 기능

비타민 D의 체내에서의 합성과정에 대해서는 앞부분에

호르몬이란 우리 몸에서 세포에 신호를 전달해서 세포

서 이미 충분히 설명을 하였다. Fig. 5에서는 체내에서 만

가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이도록 하는 일종의 세포신호 전달

들어진 활성형 비타민 D가 세포 내로 이동하여 DNA 상에

물질 (messenger molecules for cell signaling) 단백질이다.

서 유전자 발현을 도와주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호르몬은 세포가 만들어서 분비하게 되므로, 유전 정보를
가지는 DNA의 염기서열로부터 RNA, 그리고 단백질로
합성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지게 되고, 일단 신체의

비타민 D의 세포신호전달 및 단백질 발현 조절기능
혈액 중의 활성형 비타민 D의 세포신호전달 기능, 즉 세

어느 특정 조직 세포에서 만들어지면 그 조직 세포들로부

포내 유전자와 단백질 발현 및 세포 내에서의 기능에 대해

터 분비되어서 혈관을 통해 이동해서 다른 조직 세포인 목

서 Fig. 6에서 좀 더 상세히 나타내었다.9 신장세포에서 합

적세포 (target cells)에 가서 작동하게 된다.

8

이러한 특성이 호르몬에 대한 설명이라면, 비타민 D의

성된 ‘활성형 비타민 D’ (1,25[OH]2 Vit D)는 혈액 중으로 분
비되면, 혈액 중에 비타민 D를 결합시키는 단백질 (vitamin

경우는 비록 단백질 호르몬은 아니지만 체내의 피부조직,

D-binding protein, VBP)과 결합하여 세포막을 통과하여

간조직을 거쳐 최종적으로 신장세포에서 ‘활성형 비타민

세포 내로 이동하게 된다. 이 때 비타민 D의 신호전달 작용

D’가 만들어지고, 분비되어서 혈관을 통해 몸의 각 필요 조
직 세포에 가서 세포에 신호를 주게 되고, 이 과정이 호르
몬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근래에는 비타민 D를
꼭 영양소 비타민이라는 범주에 국한하지 않고, 호르몬 같
은 영양소로 보기도 한다. Fig. 4에 호르몬이 만들어져서
분비되어 목적세포까지 가게 되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을 받게 되는 세포를 호르몬의 정의에 의해서 호르몬 작용

Fig. 4. Hormone and hormonal cell signaling. Hormone is the cell
signaling protein which is synthesized by the particular endocrine
cells. Once hormone is synthesized, then it is secreted outside cells
and then travels in blood stream to the hormone target cells. At
the target cells, hormone do act as hormonal cell signaling. Vitamin D acts like hormon (hormone-like nutrient), because it is finally
synthesized by the kidney cells as the active form of vitamin D
(1,25(OH)2 vitamin D, calcitriol), then secreted into the blood
stream and carried to various target cells which it works as hormonal cell signaling molecule (Image was revised. Source: Reference 8).

Fig. 5. Vitamin D synthesis in our body and the pathway to affect
on gene expression. Vitamin D, whether it is acquired from the diet
or synthesized in our body, is finally syntheized to the active form
of 1,25(OH)2D and carried to the target cells via blood vessels. In
the cells, vitamin D affects on vitamin D-dependent gene expression and therefore finally protein expression. For example, when
our body needs the protein which assists Ca absorption or promotes bone health, then vitamin D can signal these informations.
Then vitamin D helps to upregulate those particular genes and
proteins expression. When vitamin D stimulates upregulation of
gene expression as shown in figure, vitamin D needs to complex
with RXR (retinoid X receptor protein) and VDR (vitamin D receptor protein). Therefore nutrient retinol is critical for vitamin D
action. Abbreiviation: CYP27A1, cytochrome P450, family 27, subfamily A, polypeptide 1; CYP27B1, cytochrome P450, family 27,
subfamily B, polypeptide 1; RXR, retinoid X receptor; VDR, vitamin
D (1,25-dihydroxyvitamin D3) receptor; 25(OH)D, 25-hydroxyvitamin D; 1,25(OH)2D, 1,25-dihydroxyvitamin D (Image was revised.
Source: Referenc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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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적세포 (target cell)라고 할 수 있다. 세포 내의 세포질
에는 비타민 D를 감지하는 비타민 D 수용체 (vitamin D
receptor, VDR) 단백질이 있으며, 세포 내로 들어온 비타
민 D는 비타민 D 결합 단백질 (vitamin D binding protein,
DBP)에서 떨어져서 비타민 D 수용체 (vitamin D receptor,
VDR) 단백질에 결합하게 된다.9 이렇게 결합된 비타민 DVDP 복합 단백질은 DNA 상의 특정한 유전 정보를 가진
부분 (나중에 합성될 단백질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
염기서열 부분)에 결합하게 되고, 이러한 결합에 의해서
RNA 합성 및 최종적으로 단백질 합성까지 영향을 주므로
서 비타민 D에 의해서 발현이 조절된 단백질들이 세포 밖
으로 분비다.10-12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타민 D가 뼈 건강에 좋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비타민 D의 세포 내 신호전달 관점에서
보면, 비타민 D가 뼈에 칼슘을 많이 축척하기 위해서 소화
관에서 Ca의 흡수를 높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소화
관에서 Ca의 흡수를 높일 수 있는 단백질의 유전자를 많이
전사 (transcription, mRNA를 만드는 것)시키고, 이에 해당
되는 단백질이 많이 만들어져서 소화관으로부터 Ca이 많
이 흡수되면 뼈 건강이 증진 될 수 있는 것이다.6,13

비타민 D의 영양소로서의 기능 : 뼈 건강 촉진 기전

이제까지 비타민 D의 영양소 및 호르몬으로서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잠시 비타민 D의 뼈 형
성 촉진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비타민 D는 (‘활
성형 비타민 D인 1,25(OH)2 vitamin D, calcitriol이라고 함)
혈액 중의 Ca 농도를 높일 수가 있으며, 이렇게 높아진 혈
액 Ca의 여유분은 뼈조직으로 가서 하이드록시아파타이
트 (hydroxyapatite, 인화합물의 일종)을 형성하여 뼈조직
에 침착함으로서 뼈의 경화를 도와준다.13 비타민 D가 혈
액 중의 Ca의 농도를 높이는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데 하나는 소장에서의 Ca의 흡수를 높여서 혈액 중에 Ca
농도를 높이는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혈액 중의 여분의 Ca
이 뼈로 저장되어 뼈의 칼슘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15
또 다른 경우는 예외적으로 혈액 중의 Ca 농도는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근육 세포나 기타 조직세포에서 Ca
이 필요한 세포 대사 기능이 방해를 받음으로, 이를 방지하
기 위해 우리 신체는 일정한 수준의 Ca을 뼈로 부터 용출
시켜서 혈액의 Ca 수준으로 정상으로 유지하려고 한다. 이
때 비타민 D는 뼈에 저장되어 있는 Ca을 혈액으로 용출시
켜 혈 중의 Ca 농도는 증가시키나, 뼈의 칼슘 침착을 저하

Fig. 6. Cell signaling and the regulation of protein expression by vitamin D. Active vitamin D (1,25[OH]2 Vit D), which is synthesized by
kidney cells and secreted into the blood vessels, combines with vitamin D-binding protein (DBP) in the blood, and then move into the
cells which are the target cells of vitamin D. Within the cytosol, vitamin D receptor protein (VDR) can recognize this vitamin D-DBP complex and once vitamin D-DBP complex is detached, then vitamin D combines at this time with VDR to get into the nucleus. Within the
nucleus, vitamin D-VDR-RXR complex combines with a particular vitamin D-dependent DNA elements and regulates the vitamin Ddependent gene expression (transcription). Abbreviation: DBP, vitamin D binding protein; 1,25[OH]2 Vit D), active vitamin D; VDR, vitamin D receptor; RXR, retinoid X receptor; DNA, deoxyribonucleic acid; RNA, ribonucleic acid; +/- gene transcription, up-/down-regulation (Image was revised. Source: Referenc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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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뼈의 무기질화를 저하시키는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리적 기능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보

있다. 따라서 평소 식사 일광을 통한 비타민 D의 합성을 잘

고되고 있다 (Fig. 7). 근래에 보고된 비타민 D의 기능에는

하고, 혈액 중의 Ca 농도가 낮아지지 않도록 Ca 식품도 잘

암세포의 증식을 저하시키고, 암세포의 사멸을 촉진하거

섭취하면, 혈액 중의 Ca 농도가 낮아지는 경우를 피할 수

나 암세포를 위한 신생혈관을 형성을 저해함으로서 암을

있어서 비타민 D의 뼈의 칼슘화 촉진 기능 쪽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5,15,16

예방할 수 있는 항암기능7,9,15,17 면역기능에 관여하는 단
백질 합성을 촉진시켜서 염증 및 염증 관련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기능 및 항세균성 기능,18,19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

비타민 D의 호르몬으로서의 새로운 기능들

병을 예방할 수 있는 단백질들의 합성을 촉진시켜서 심혈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비타민 D는 식이와 체내

관계 질병 및 고혈압 예방을 할 수 있는 기능,6,20 그리고 항

합성으로 우리 몸에 들어와 신장 조직에서 최종적으로 활

당뇨병성 기능21 등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성형 비타민 D의 형태가 되어서 혈액을 통해 운반되어, 필
된다. 대체로 비타민 D가 관여하는 유전자 발현 및 이에 따

(Fig. 7).22 이러한 비타민 D의 기능은 호르몬으로서의 역
할처럼 세포 내에서 세포가 만드는 단백질 합성을 조절할
수 있는 세포신호전달 기능에 근거한다. 이들 각각의 구체

른 단백질 합성을 촉진시킴으로써, 우리 몸의 생리적 기능

적인 기전에 대해서는 다음 총설에서 더 상세히 논의하고

에 관여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비타민과 호르몬의 특

자 한다.

요한 조직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세포 내 신호전달을 하게

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비타민 D가 1) 소장 내에서 Ca의

지금까지 본 총설에서는 비타민 D가 이제까지의 고유의

흡수를 도와주는 단백질 합성을 촉진시키고, 2) 조골 세포

기능이었던 뼈 건강 촉진의 기능이 있는 영양소로서의 기

(osteoblast, 골 형성 세포)와 파골 세포 (osteoclast, 골용해
세포)의 세포 분화와 기능을 조절함으로써 뼈 건강을 촉진
시키는 작용 이외에, 근래에 와서는 만성 질병을 예방할 수

비타민 D에 대한 정의, 비타민 D의 체내 합성과정, 호르몬

능 뿐만 아니라, 새로이 비타민 및 호르몬으로서의 기능,
물질로서의 체내 합성 배경과 세포신호전달의 내용, 그리

Fig 7. The nutrient and hormone-like roles of vitamin D. Traditionally, vitamin D is well known as the nutrient which promotes bone health
by stimulating Ca absorption by upregulating the protein expresstion and synthesis for Ca absorption and osteoblast differentiation etc
(as nutrient). In these days, numerous studies show that vitamin D is also having various functions of anticancer through up-regulating
the proteins for preventing cancer cell proliferation, anti-cardiovascular and anti-diabetic function, which are not considered only as
the nutrient but cell signaling molecule (hormone-like nutrient). Abbreviations: VDR, vitamine D receptor protein; RXR, retinoid X receptor; RNA POL II, RNA polymerase II; VDRE, vitamin D response element (Image was revised. Source: Reference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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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근래 새로이 소개되고 있는 비타민 D의 생리활성 기능
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였다. 기존의 신체가 꼭 필요로 하
는 영양소 물질로만 알고 있었던 비타민 D가 여러 만성 질
병들, 즉 암, 면역, 심혈관계 및 당뇨병 예방 및 치료에 대해
서도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비타민 D의
새로운 기능들이며, 따라서 식이 및 체내 합성을 통해 비타
민 D의 기능을 신체가 잘 활용하여 좋은 건강상태를 유지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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