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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비타민 B 보충으로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추는 것이 뇌혈관질환의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메타분

석을 시행하였다.

방법: 2012년 8월 전까지 출판된 뇌졸중 발생에 대해 평가한 임상연구를 통해 95% 신뢰구간(95% confidence interval [CI])

의 상대위험도(relative risks, RRs)를 이용하여 비타민 B 보충과 종료시점의 이벤트 사이의 관계를 fixed-effect model과 

χ2 tests로 평가하였다. 이 분석은 54,913명의 참가자로 구성된 14개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결과: 비타민 B 보충에 따른 호모시스테인 수치의 감소로 인해 전반적인 뇌졸중 발생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RR 0.93; 95% CI 0.86-1.00; p=0.04), 1차 또는 2차 예방 평가, 허혈성 대 출혈성 뇌졸중, 치명적인 뇌졸중의 발생에 

대한 하위그룹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3년 이상 추적 관찰한 그룹 중 곡물 섭취에 의한 엽산 보충을 하지 않거나 만성신

장질환(chronic kidney disease, CKD)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뇌졸중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CKD 환자를 포함

한 몇몇 연구는 비타민 B 보충 시에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되는 것을 보고하였다. cyanocobalamin (비타민 B12)에 대해 

자세한 하위그룹 분석을 시행하였으나 비타민 B12 용량이나 기저 비타민 B12의 농도에 따른 유의한 효과는 확인하지 

못했다. 혈압과 참가자의 기저 약물 사용에 대한 층화분석(stratified analysis)에서 수축기 혈압＞130 mmHg과 적은 

항혈소판제 사용이 뇌졸중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호모시스테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비타민 B 보충은, 특히 적절하게 투여받은 특정 환자에서 뇌졸중의 발생을 유의

하게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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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은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흡연과 같은 잘 알려진 위험인자는 혈관 질환 위험도의 절반만을 차

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며,1 새로운 표지자를 발견하는 것은 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필수적이다. 동맥경화와 

내피세포 기능장애의 병태생리학적 기전에 대해 보고한 문헌들에서,2 황 함유 아미노산(sulfur-containing 
amino acid)인 호모시스테인이 혈관성 위험도의 잠재적으로 중요한 표지자로 밝혀졌다. 비타민 B 보충을 

통한 호모시스테인 수치의 감소(고호모시스테인혈증 환자에서)는 심혈관/뇌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점에 대한 결과들은 일치하지 않았다.3-8 코호트 인구의 역학적 관찰연구는 위험

도가 유의하게 변한다고 보고하였지만,5 대부분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들은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비타민 

B의 보호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다.7-10 몇몇 임상 연구들은 심지어 비타민 B를 보충한 대상자에서 혈관 질환

과 암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했다.9-11 메타분석은 유의하지 않은 효과나 유의한 혈관 질환의 위험도 

감소가 없는 유익한 경향만을 보고하였지만, 몇몇 층화분석은 명백히 뇌졸중 발생이 유의하게 낮다고 보고

하였다.3,4,6 출판된 층화분석들은 엽산의 용량, 기간, 호모시스테인 감소의 달성, 그리고 곡물의 엽산 강화나 

만성신장질환(chronic kidney disease, CKD)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cyanocobalamin (비타민 

B12) 사용, 기저 수축기 혈압(systolic blood pressure, SBP), 그리고 사용 중인 약물의 영향은 충분하게 분석되

지 않았다.12,13 최근 여러 임상시험이 완료되면서,9,10,14 우리는 다른 분류와 특정 인구에서 고호모시스테인혈

증을 감소시키는 것과 다른 치료방법들이 치료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이용하여 갱신된 메타분

석을 수행하였다.

방 법 

Quality of Reporting of Meta-analysis의 권고에 따라 메타분석을 수행하였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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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이전에 출판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s)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연구들은 비타민 

B와 위약, 매우 적은 용량의 비타민 B (대조군에 

사용된 약제는 외형상으로는 실험군에 사용되는 것

과 구분이 불가능하며 매우 적은 용량의 비타민 B
가 포함되었다)7,16 또는 일반적인 치료를 한 대조군

과 비교하였고 최소한의 추적관찰 기간은 6개월이

었다. 연구의 종료는 뇌졸중 발생으로 평가하였다. 

문헌 검색과 선택, 자료 추출 

호모시스테인, 엽산, 비타민 B, 뇌혈관질환, 심
혈관질환이 본문이나 제목에 있는 문헌을 검색

하였고 PubMed, EMBASE, Cochrane Library, 
ClinicalTrials.gov와 China Biology Medicine Disc 
(CBM)에서 각각 278, 253, 319, 16, 32개의 초록을 

확인하였다. 또한 논문의 참고문헌도 함께 검색하

였다. 중복된 논문을 제외한 다음, 610개의 적절한 

연구를 메타분석에 포함하였다. 초록을 검토한 이

후에 대부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논문을 제외하였

다: 278개의 연구는 부적절한 치료를 하였고, 251개
는 결과가 부족하였으며, 41개의 연구는 추적관찰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7개의 연구는 연구디자인

이나 기초 자료만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5개의 연구

는 본문이 없었다(즉, 초록만이 영어로 되어있음). 
결론적으로, 28개의 논문에서 논문 전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무작위배정의 원칙과 치

료 배정의 숨김, 눈가림, 추적관찰의 완전성과 in-
tention-to-treat analysis의 사용에 대한 연구의 질

을 평가한 뒤 14개의 논문이 메타분석에 포함되

었다(Figure 1). 두 명의 조사자가 해당되는 연구

에서 독립적으로 자료를 추출하였고 일치하지 않

는 것은 토의나 필요 시 제3의 조사자를 포함시켰다.

통계 분석 

모든 자료는 Cochrane Collaboration’s Review 
Manager software package (Rev-Man 5.1)를 이용하 

95% 신뢰구간 (95% confidence interval [CI])에서 

상대위험도(relative risk, RR)를 통해 fixed-effect 
model에서 비타민 B 보충과 혈관 질환의 관계를 

평가하였다. 하위그룹 분석은 뇌졸중 발생에 대해 

시행하였다(즉., 뇌졸중 예방, 뇌졸중의 중증도 및 

병리, 중재 평가, 호모시스테인 수치 감소의 달성, 
참가자의 기본적인 특징). 
χ2 tests를 이용하여 이질성을 평가하였고 접근도

를 p≤50%로 정하였다. 잘못 기록된 데이터는 수정

하였고 용인할 수 없는 이질성을 확인하고 수정하

기 위해 일시적으로 특정 연구는 제외하였다. 
또한 누락된 자료의 존재 여부와 충분한 수의 대

상자를 이용한 연구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fixed-effect model과 ran-
dom-effect model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출판 바이

어스는 14개 모든 연구를 포함한 전체적인 분석의 

funnel plots을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질성 분석(p<0.1)을 제외한 모든 분석에서 유의

수준은 p<0.05로 간주하였다.

 결 과 

14개의 RCTs 연구에서 54,913명의 참가자를 등

록하였다.7-10,14,16-24 모든 연구의 자세한 디자인특성, 
바이어스 분석과 기본 정보는 표에 나타내었다. 
Linxian study23를 제외한 모든 연구는 1.3에서 10.4 
μmol/L의 범위로 실험군에서 호모시스테인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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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한다고 보고하였다. CKD 환자에서 고용량을 사

용한 실험들은 감소 범위가 3.1에서 10.4 μmol/L이

라고 보고하였지만, 곡물에 엽산을 강화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 이질성 검사와 민감도 분석에서는 유의한 결

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Fixed와 random-effect 분석

의 결과는 거의 비슷했다. 모든 연구를 포함한 전

반적인 분석의 funnel plot에서 유의한 비대칭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뇌혈관 질환의 발생 

14개의 연구에서, 2,471건의 뇌졸중이 발생하였

고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추는데 있어 비타민 B
의 섭취가 도움이 되었다(Figure 2). 582건의 TIAs
와 3,515건의 심근경색(myocardial infarction, MI)
이 발생하였는데 비타민 B의 섭취가 이들 결과에

는 도움이(또는 부작용이) 되지 않았다(각각 RR 
0.93, 95% CI 0.80-1.10, p=0.41; RR 1.00, 95% CI 
0.94-1.07, p=0.98). 

하위그룹 분석 

하위그룹 분석에서 뇌졸중의 1차 예방이나 2차 

예방, 뇌졸중의 중증도, 또는 허혈 vs 출혈 뇌졸중에 

있어 치료군과 대조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 다양한 용량의 엽산 보충에 대한 반응이나 다양

한 기저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에 따른 뇌졸중의 

위험도 변화는 하위 그룹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 그러나, 추적 관찰 기간이 3년 이상인 하위그룹

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이점을 발견하였다. 곡물 

엽산 강화를 하지 않고 CKD가 없으면서 SBP>130 
mmHg이고 항혈소판제 복용률이 낮은 특정 환자

들에서도 역시 이점이 관찰되었다(Figure 3).
CKD 환자를 포함한 하위그룹은 14개의 연구 중 

5개와7,9,10,21,24 1개의 하위분석25에 포함되었다. 
Vitamin Intervention for Stroke Prevention trial 

(VISP)16에서 사구체여과율(glomerular filtration rate, 
GFR)<46.18인 환자들을 분석하였고 비타민 B를 

보충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이득이 없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투약을 받은 군에서 GFR9,10,21이 감소된 

것이 관찰되었다. 
또한, 비타민 B12에 대해서 분석을 시행하였다. 

투약 용량, 호모시스테인 수치의 감소 또는 기저 

혈중 비타민 B12 농도에 따른 하위 분석에서 뇌졸

중 발생을 감소시키는 유의한 이점을 확인할 수 없

었다. 엽산이 충분한 참가자(곡물 엽산 보충을 한 

사람)에 한정하여 비타민 B12를 분석하였을 때도 

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Figure 4). 

이상반응 

14개의 연구에서 총 3,530건의 종양이 확인되었

다. Pooled RR에서 비타민 B 투여군의 종양에 대한 

이환율과 사망률은 변화가 없었다(RR 1.05, 95% 
CI 0.98-1.11, p=0.17).

고 찰 

2010년 이후 혈관 질환의 위험도에 비타민 B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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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하여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추는 치료가 미

치는 영향에 대해 보고한 몇몇 중요한 메타분석이 

있다.3,4,26  종료 시점의 이벤트, 기본 코호트, 그리

고 이 분석들에 포함된 연구들에 차이가 있어 비교

하기는 어렵다. 
2010년과 2011년에 보고된 뇌졸중 발생을 종료 

시점으로 지정한 최근 2 개의 메타분석을4,26 우리

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선택하였다. 우리의 메타

분석은 2011년의 메타분석에서는 생략된23 연구들

을 포함하여 2010년 이후 완료된 연구들을 메타분

석하였다.7,9,10,14,17 이 분석에도 역시 엄격한 선정기

준이 적용되었다. 표본수가 작거나, 결과 이벤트 발

생률이 0이거나, 종료시점의 이벤트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거나 부적절한 대조군이 디자인된 여러 연

구들은 제외하였다.27-30 이러한 부가적인 연구들의 

통합 결과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지만 실험군

의 뇌졸중 발생이 낮았다. 따라서 비타민 B 보충이 

뇌졸중을 감소시키는 이점이 이전의 메타분석보다 

더 크다. 더구나 우리는 표본 크기가 더 큰 연구들

을 포함하고 더 엄격한 선정기준을 적용하였다. 
비타민 B의 보충이 뇌졸중 발생을 감소시키는 

이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지만, 엄격하게 설계

된 여러 연구들이 비타민 B를 보충해도 뇌졸중 발

생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9,10,16,20,23 흥미로운 층

화분석을 포함한 이전 메타분석들은 특정 하위그

룹에서 부가적인 유의한 결과들을 보고하였다.4,26 
전체적인 연구들은 비타민 B 보충의 유의한 이점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몇몇 사후 하위분석(post hoc 
subanalyses)은 특정한 인구(e.g., 항혈소판제를 사

용하지 않거나 GFR이 높은 인구)에서 유의한 변화

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6,12 

그래서 새로운 층화분석을 시행하였고, 몇몇 흥

미로운 결과를 발견하였다. 인구기반 코호트 연구

들에서 상업적인 곡물 생산품에 엽산을 강화시킨 

지역에서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와 뇌졸중의 위

험도가 감소한다는 것을 보고하였고,5 이는 몇몇 

RCTs와는 다른 결과이다.7,9,10,18-23 이것은 몇 가지 

이유 때문일 수 있다. 역학 연구들의 인구가 젊고 

건강한 것에 반해, 이러한 RCTs 참가자들 대부분

이 기저에 혈관 질환의 위험인자와 심혈관질환이

나 CKDs를 가지고 있으며 대개 나이가 많은데 이

것은 비타민 B 보충에 있어 민감도 차이와 관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RCTs의 참가자들은 기존에 

심혈관질환과 위험인자들이 있어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는 비율이 높다. Vitamins to Prevent Stroke 
(VITATOPS) 연구의 하위분석 결과는 항혈소판제

를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비타민 B의 효과를 보

고한 바 있고,12 우리의 결과도 이와 유사했다(RR 
0.84, 95% CI 0.70-1.00). 따라서, 표본 크기가 크고 

동반 이환된 질환이 적은 참가자로 구성된 관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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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결과가 일반 인구를 더 잘 대변한다. 
그 다음, 다양한 중재평가와 기저 혈중 농도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엽산과 비타민 B12는 호모시스

테인 대사에 있어 중요한 조절요소이다.31 비타민 

B12는 특히 엽산이 강화된 곡물을 섭취하는 인구와 

고령의 인구에서 효과가 있었다.6,13,32 여러 비타민 

B를 함께 투여하는 것(즉, 엽산과 비타민 B12를 동

시투여)의 장점은 이전의 연구들에서 확인되었

다.26,31 이 분석에서 Atherosclerosis and Folic Acid 
Supplementation Trial (ASFAST)를 제외한 거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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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연구들이 여러 비타민 B의 복합 투여를 이용하

였고, 이것은 복합 투여와 엽산 단독 투여의 비교

에서 명백한 이질성을 만들었고, 따라서 이것에 대

한 확실한 결과를 찾을 수 없었다. 비타민 B의 보

충 용량에 대해서, 연구들에서는 0.4 또는 0.8 mg의 

엽산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저하시키는데 효과적

이었으며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개선시켰다.33 그
러나 이 연구와 다른 연구들에서 엽산의 용량에 따

른 뇌졸중 위험도의 감소에 대해 유의한 효과를 확

인하지 못했다.26,31 대부분의 연구에서 호모시스테

인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지만 반드시 특정 엽산 용

량에서 혈관 위험도가 감소하지는 않았다. 

B12는 이야기가 약간 복잡하다. 비록 1 mg B12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지만,6,13,32 이 분석은 B12 용
량에 따른 유의한 효과는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나, 
0.5 mg B12 투여는 상대적으로 우월할 수 있다. 엽
산 강화 곡물을 사용하는 환경에서 시행된 단 하나

의 연구(VISP trial)를 확인하였고, VISP 결과를 배

제한 후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RR 
0.88, 95% CI 0.78-0.98). 기존의 엽산 강화 곡물이 

없는 상태에서의 이점과 엽산이 풍부한 인구에서 

B12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엽상 강화 곡물을 섭취

하는 인구에 한정하여 하위 분석을 시행하였고, B12 
용량에 따른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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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몇몇 요인들을 

관찰하였다. 즉, 높은 용량을 사용한 연구의 절반 

정도가 CKD 환자들이었고,9,10,21 노인 환자에서 이

차적으로 경구 비타민 B12의 흡수장애를 유발하는 

위장관 질환의 유병률이 높았다.
혈중 농도의 영향을 분석할 때, 기존에 대사적 

B12 결핍의 존재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이 결핍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노인 인구에

서 더 흔하고, 혈중 B12가 참고수치거나 “정상” 범
위라고 해서 배제할 수 없다. 대사적 B12 결핍은 섭

취가 적절하지 않거나 B12 흡수장애로 인해 발생한

다.6,13 비타민 B에 대한 반응이 없는 것은 부분적으

로 (또는 많은 부분에 있어) 심혈관질환 위험을 감

소시키지 못하는 원인일 수 있다. 따라서, VISP tri-
al의 하위분석은 이러한 참가자들(흡수장애로 인해 

기저 B12농도가 낮은 환자와 흡수장애로 인해 B12 
주사를 맞은 이후 B12 수치가 높은 환자들)을 제외

하고 비타민 B를 보충하는 것이 뇌졸중 위험도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그
러나, 우리의 분석은 기저 평균 B12 농도 (322-400 
pmol/L)의 그룹에서는 유의한 효과보다는 단지 경

향을 보여주었다. VISP trial의 하위분석에서는 GFR 
<46.18의 참가자들은 제외하였지만 우리는 제외하

지 않았다.
하나의 임상적 의의는 대사적 B12 결핍을 더 철

저히 관찰하고 치료해야 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결

핍증을 발견하고 적절하게 비타민 B 투여를 해야 

한다. 미래에는, 효과적인 치료 결과를 얻기 위해 

단일 경구 투여보다는 섭취가 부적절한 사람에서

는 경구로, B12 흡수장애가 있는 사람에서는 주입

하는 등 특별한 투여 경로를 고려해야만 한다. 비
타민 B 투여에서 음식에 엽산을 강화하지 않은 것

의 잠재적인 이점과 같은 다른 가능성들은 비교적 

낮은 기저 엽산 수치 및 엽산 투여에 대한 민감한 

반응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우리는 비

타민 치료 효과에 가장 중요한 점은 좋은 흡수, 적
절한 투여경로 및 기저 혈중 엽산 혹은 B12 수치 등

에 근거하여 얼마나 환자가 비타민 보충에  민감하

게 반응하느냐 인것으로 생각한다. 
CKD 환자를 포함한 이전의 한 연구에서 확인된 

흥미로운 사실은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

은 총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추기가 어렵다는 것

이다.34 총 호모시스테인은 높은 단백질 결합력을 

보이며 소변으로 배설이 되지 않고 투석으로도 제

거되지 않는다.34 따라서 CKD 환자를 포함시킨 대

부분의 연구에서 고용량의 비타민 B를 투여하였다. 
CKD 환자에서 비타민 B 투여의 또 다른 이상반응

은 dimethylarginine과 hydrogen sulfide catabolism
의 결과물의 비대칭적 상승으로 인한 심혈관 위험

도의 증가이다.9,34 적은 용량의 비타민 B를 투여한 

CKD 환자에서 뇌졸중 발생이 증가하고6,9,16 고용량

을 투여 받은 환자에서는 뇌졸중 발생이 감소하였

다.7,21,24 비록 고용량에 비해 저용량의 이상반응이 직

관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용량 투여의 이점

(즉, 더 상당한 호모시스테인 감소)이 증가하는 것이 

동반되는 단점을 상쇄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CFR이 감소한 환자를 포함한 하나의 연구와 투

석을 하는 환자의 수가 증가한 두 개의 연구에서 

신장 기능의 저하가 관찰되었지만,9,10,21 이러한 연구

들에서 투여 용량(엽산 2.5-40 mg)과 신장기능 저하

는 상관관계는 없었다. VISP trial에서 GFR<46.18
인 환자와 같이 GFR이 감소한 환자에서 뇌졸중의 

발생이 증가하였다.9,16

몇몇 연구들은 GFR을 보정한 후 CKD환자에서 

높은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는 심혈관 위험도와 

관계가 없다고 보고하였다.16,35 따라서, 실험군에서 

신부전 또는 신장 기능 저하는 혈관 질환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고, 비타민 B 투여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비타민 B 치료의 분석에 내재된 복잡

성과 어려움은 CKD 환자에서 자명하며 비타민 B
에 대한 이상반응은 거의 대부분 투여 용량보다는 

환자의 반응도에 달려 있었다. 이러한 환자에서는 

더 집중적인 투석, 시아노코발라민보다 methyl-
cobalamin 그리고 mesna와 같은 thiols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부가적인 선택을 고려해야만 한다.
비타민 B 보충과 관계된 또 다른 문제점은 기저 

혈압의 영향이다. 고호모시스테인혈증과 혈압이 

혈관 질환의 발생에 시너지 효과가 있고, 고호모시

스테인혈증이 고혈압을 촉진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지만 이전의 메타분석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36 우리의 메타분석은 기저 혈압

이 높은 환자(high blood pressure, HBP)에서 비타

민 B가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중국에

서 높은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동반된 HBP 환자는 

H-형 고혈압으로 확인되었고,37 고혈압에 대한 2010 
Chinese guidelines에서는 혈압을 낮추기 위해 호모

시스테인을 감소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MI와 뇌졸중에 있어 비타민 B의 서로 다른 효과

는 독특한 병리기전 때문일 것이다(MI에서는 동맥

경화반의 파열이며 뇌졸중에서는 열공 경색, 동맥 

혈전, 심장색전과 피질 정맥 혈전). 호모시스테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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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시키는 치료는 MI 환자에서는 단일 경로에만 

영향을 주지만 뇌졸중에서는 여러 경로에 영향을 

줄 수 있다.38 따라서 뇌졸중 발생을 감소시키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암 발생에 대해 평가하였다. 엽산 노

출이 암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데 대한 우려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엽산 보충을 하지 않았다.39 그러나 

최근 보고된 메타분석에서 엽산이 통계적으로 암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RR 
1.06, 95% CI 0.99-1.13, p=0.10).40 또한 이 분석에

서 암 발생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은 확인되지 않

았다. 엽산 결핍에 대해서는 다양한 결과들이 보고

되었다. 사실 이 결핍은 DNA 돌연변이 증가로 인

해 건강한 사람에서 암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과 관

계가 있다.39 장기간의 엽산 보충은 종양의 이환율

과 기존 종양의 성장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암 발생에 대한 궁극적인 결론은 연구 시작 시점에

서 몸에 암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비록 이 메타분석이 RCT 자료들만 포함한 것이

지만, 몇몇 제한점이 있다. 첫째, 어떤 연구들은 원

문이나 저자로부터 완벽한 자료를 얻지 못해 배제

되었는데 이는 선택 바이어스(selective bias)를 유

발할 수 있다. 둘째, 연구 참가자들의 특성의 차이, 
치료 기간이나 강도, 확인된 뇌혈관 질환의 종류, 
뇌졸중 판정자의 전문성과 기타 연구 디자인의 변

수들 같은 불가피한 바이어스들이 있다. 셋째, fun-
nel plot test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분석의 출판 바

이어스를 평가하였지만 이 바이어스가 모두 배제

된 것은 아니다.
우리의 메타분석은 비타민 B 보충을 통한 호모

시스테인을 낮추는 치료가 뇌졸중의 발생을 유의

하게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엽산 강화 곡

물의 섭취, 추적 관찰 기간, 흡수 상태와 비타민 B 
투여에 대한 반응, CKD나 HBP의 존재, 그리고 기

존에 사용하는 약물은 비타민 B 보충 치료에 대한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AUTHOR CONTRIBUTIONS
Dr. Yan Ji: study concept and design, literature search, statistical 
analysis, data interpretation, drafted the manuscript. Dr. Song 
Tan: study concept and design. Dr. Yuming Xu: study concept 
and design, statistical analysis, data interpretation, critical re-
vision of the manuscript for important intellectual content. Dr. 
Avinash Chandra: critical revision for important intellectual 
content. Dr. Changhe Shi: data collection, statistical analysis. Dr. 
Bo Song: literature search, data interpretation. Dr. Jie Qin: data 
collection. Dr. Yuan Gao: literature search, data collection.

STUDY FUNDING
No targeted funding reported.

DISCLOSURE
Y. Ji serves on the Neural Immune Professional Committee of 
Henan province. S. Tan serves on the Neural Immune Professional 
Committee of Henan province. Y. Xu serves as an editorial board 
member for the Chinese Journal of Neurology and Life Science 
Journal and on the Scientific Advisory Board for the Chinese 
Medical Association and the Neural Immune Professional 
Committee of Henan province. A. Chandra and C. Shi report no 
disclosures. B. Song serves on the Neural Immune Professional 
Committee of Henan province. J. Qin serves on the Neural 
Immune Professional Committee of Henan province.
Y. Gao reports no disclosures. Go to Neurology.org for full 
disclosures.

Received January 16, 2013. Accepted in final form July 8, 2013.

REFERENCES
  1. Boushey CJ, Beresford SA, Omenn GS, Motulsky AG. A 

quantitative assessment of plasma homocysteine as a risk 
factor for vascular disease: probable benefits of increasing 
folic acid intakes. JAMA 1995;274:1049–1057.

  2. Casas JP, Bautista LE, Smeeth L, Sharma P, Hingorani AD. 
Homocysteine and stroke: evidence on a causal link from 
mendelian randomisation. Lancet 2005;365:224–232.

  3. Martí-Carvajal AJ, Solà I, Lathyris D, Karakitsiou DE, 
Simancas-Racines D. Homocysteine-lowering interventions 
for preventing cardiovascular events.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13;1:CD006612.

  4. Holmes MV, Newcombe P, Hubacek JA, et al. Effect mod-
ification by population dietary folate on the association be-
tween MTHFR genotype, homocysteine, and stroke risk: a 
meta-analysis of genetic studies and randomized trials. 
Lancet 2011;378:584–594.

  5. Yang Q, Botto LD, Erickson JD, Berry RJ, Sambell C, 
Johansen H. Improvement in stroke mortality i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1990 to 2002. Circulation 2006;113:1335
–1343.

  6. Spence DL, Bang H, Chambless LE, Stampfer MJ. Vitamin 
intervention for stroke prevention trial: an efficacy analysis. 
Stroke 2005;36:2404–2409.

  7. Heinz J, Kropf S, Domröse U, et al. B vitamins and the risk 
of total mortality and cardiovascular disease in endstage re-
nal disease: results of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Circulation 
2010;121:1432–1438.

  8. Saposnik G, Ray JG, Sheridan P, McQueen M, Lonn E; 
HOPE2 Investigators. Homocysteine-lowering therapy and 
stroke risk, severity and disability: additional findings from 
the HOPE2 Trial. Stroke 2009;40:1365–1372.

  9. House AA, Eliasziw M, Cattran DC, et al. Effect of B-vita-
min therapy on progression of diabetic nephropathy: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JAMA 2010;303:1603–1609.

10. Bostom AG, Carpenter MA, Kusek JW, et al. Homocy- 
steinelowering and cardiovascular disease outcomes in 
kidney transplant recipients: primary results from the Folic 
Acid for Vascular Outcome Reduction in Transplantation 
trial. Circulation 2011;123:1763–1770.

11. Mason JB, Dickstein A, Jacques PF, et al. A temporal associ-
ation between folic acid fortification and an increase in col-
orectal cancer rates may be illuminating important bio-
logical principles: a hypothesis. Cancer Epidemiol Biomarkers 
Prev 2007;16:1325–1329.

12. Hankey GJ, Eikelboom JW, Yi Q, et al. Antiplatelet ther-
apy and the effects of B vitamins in patients with previous 
stroke or transient ischaemic attack: a post-hoc subanalysis 
of VITATOPS, a randomised, placebo-controlled trial. 
Lancet Neurol 2012;11:512–520.

13. Spence JD. Nutrition and stroke prevention. Stroke 
2006;37:2430–2435.



Neurology 한국어판 Vol. 8 No. 120

14. Galan P, Kesse-Guyot E, Czernichow S, et al. Effects of B 
vitamins and omega 3 fatty acids on cardiovascular diseases: 
a randomised placebo controlled trial. BMJ 2010;341:c6273.

15. Moher D, Cook DJ, Eastwood S, Olkin I, Rennie D, Stroup 
DF. Improving the quality of reports of meta-analyses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the QUOROM statement.  
Lancet 1999;354:1896–1900.

16. Toole JF, Malinow MR, Chambless LE, et al. Lowering ho-
mocysteine in patients with ischemic stroke to prevent re-
current stroke, myocardial infarction, and death: the 
Vitamin Intervention for Stroke Prevention (VISP) random-
ized controlled trial. JAMA 2004;291:565–575.

17. The VITATOPS Trial Study Group. B vitamins in patients 
ith recent transient ischaemic attack or stroke in the vita-
mins to prevent stroke (VITATOPS) trial: a randomised, 
double-blind, parallel, placebo-controlled trial. Lancet Neurol 
2010;9:855–865.

18. Bønaa KH, Njølstad I, Ueland PM, et al. Homocysteine 
lowering and cardiovascular events after acute myocardial 
infarction. N Engl J Med 2006;354:1578–1588.

19. Study of the Effectiveness of additional Reductions in 
Cholesterol and Homocysteine (SEARCH) Collaborative 
Group; Armitage JM, Bowman L, et al. Effects of homo-
cysteinelowering with folic acid plus vitamin B12 vs place-
bo on mortality and major morbidity in myocardial in-
farction survivors: a randomized trial. JAMA 2010;303:2486
–2494.

20. Ebbing M, Bleie Ø, Ueland PM, et al. Mortality and car-
diovascular events in patients treated with homocysteinelow-
ering B vitamins after coronary angiography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JAMA 2008;300:795–804.

21. Jamison RL, Hartigan P, Kaufman JS, et al. Effect of homo-
cysteine lowering on mortality and vascular disease in ad-
vanced chronic kidney disease and end-stage renal disease: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JAMA 2007;298:1163–1171.

22. Albert CM, Cook NR, Gaziano M, et al. Effect of folic acid 
and B vitamins on risk of cardiovascular events and total 
mortality among women at high risk for cardiovascular dis-
ease: a randomized trial. JAMA 2008;299:2027–2036.

23. Mark SD, Wang W, Fraumeni JF, et al. Lowered risks of hy-
pertension and cerebrovascular disease after vitamin/min-
eral supplementation: the Linxian Nutrition Intervention 
Trial. Am J Epidemiol 1996;143:658–664.

24. Zoungas S, McGrath BP, Branley P, et al. Cardiovascular 
morbidity and mortality in the Atherosclerosis and Folic 
Acid Supplementation Trial (ASFAST) in chronic renal fail-
ure: a multicenter, randomized, controlled trial. J Am Coll 
Cardiol 2006;47:1108–1116.

25. Mann JF, Sheridan P, McQueen MJ, et al. Homocysteine 
lowering with folic acid and B vitamins in people with 
chronic kidney disease: results of the renal Hope-2 study. 
Nephrol Dial Transplant 2008;23:645–653.

26. Lee M, Hong KS, Chang SC, Saver JL. Efficacy of homo-
cysteine-lowering therapy with folic acid in stroke pre-
vention: a meta-analysis. Stroke 2010;41:1205–1212.

27. Wrone EM, Hornberger JM, Zehnder JL, McCann LM, 
Coplon NS, Fortmann SP. Randomized trial of folic acid 
for prevention of cardiovascular events in end-stage renal 
disease. J Am Soc Nephrol 2004;15:420–426.

28. Liem AH, van Boven AJ, Veeger NJ, et al. Efficacy of folic 
acid when added to statin therapy in patients with hyper-
cholesterolemia following acute myocardial infarction: a 
randomized pilot trial. Int J Cardiol 2004;93:175–179.

29. Liem A, Reynierse-Buitenwerf GH, Zwinderman AH, 
Jukema JW, van Veldhuisen DJ. Secondary prevention with 
folic acid: results of the GOES extension study. Heart 
2005;91:1213–1214.

30. Righetti M, Serbelloni P, Milani S, Ferrario G. Homocys- 
teine lowering vitamin B treatment decreases cardiovascular 
events in hemodialysis patients. Blood Purif 2006;24:379–
386.

31. Brattstrom L. Vitamins as homocysteine-lowering agents. J 
Nutr 1996;126(suppl 4):1276S–1280S.

32. Rajan S, Wallace JI, Brodkin KI, Beresford SA, Allen RH, 
Stabler SP. Response of elevated methylmalonic acid to 
three dose levels of oral cobalamin in older adults. J Am 
Geriatr Soc 2002;50:1789–1795.

33. Tighe P, Ward M, McNulty H, et al. A dose-finding trial of 
the effect of long-term folic acid intervention: implications 
for food fortification policy. Am J Clin Nutr 2011;93:11–18.

34. Spence JD, Cordy P, Kortas C, Freeman D. Effect of usual 
doses of folate supplementation on elevated plasma homo-
cyst(e)ine in hemodialysis patients: no difference between 1 
and 5 mg daily. Am J Nephrol 1999;19:405–410.

35. Menon V, Sarnak MJ, Greene T, et al. Relationship between 
homocysteine and mortality in chronic kidney disease. 
Circulation 2006;113:1572–1577.

36. Tayama J, Munakata M, Yoshinaga K, Toyota T. Higher 
plasma homocysteine concentration is associated with more 
advanced systemic arterial stiffness and greater blood pres-
sure response to stress in hypertensive patients. Hypertens 
Res 2006;29:403–409.

37. Dayi H, Xip X. Management of H-type hypertension: a 
new idea of stroke prevention. Chin J Intern Med 2008;47:976
–978.

38. Spence JD. Homocysteine-lowering therapy: a role in stroke 
prevention? Lancet Neurol 2007;6:830–838.

39. Ebbing M, Bønaa KH, Nygård O, et al. Cancer incidence 
and mortality after treatment with folic acid and vitamin 
B12. JAMA 2009;302:2119–2126.

40. Vollset SE, Clarke R, Lewington S, et al. Effects of folic acid 
supplementation on overall and site-specific cancer in-
cidence during the randomised trials: metaanalyses of data 
on 50,000 individuals. Lancet 2013;381:1029–1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