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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피로는 일차 의료에서 가장 흔한 증상이지만 환자나 

의사 모두 피로 자체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조사에 

의하면 성인의 27%가 지난 1주일동안 피로를 느꼈으며1), 

6%에서는 2주 이상 원인불명의 피로로 고생하고 있다고 

한다.2) 또한 외래에 내원하는 환자의 24%가 피로가 원인

이라고 한다.3)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피로

로 인해 고생하고 있으며, 특별한 치료방법 없이 보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 피로로 

진행하며, 그 중 일부는 만성 피로 증후군 때문에 고생하

고 있다. 만성 피로나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진행된 경우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5%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4) 그러

므로 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치료를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피로의 원인 규명은 되지 않

았으며, 신경학적이나 분자교정학적 기전조차 밝혀지지 

않았지만 동물실험에서 기존의 치료방법과는 별도로 

green leaf odor, 비타민 C, 아세틸 카르니틴, tetrahydro- 

biopterin 등이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가 나왔고5), 산화적 

스트레스나 면역력 감소 등이 피로에 직간접적으로 관

여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6,7) 현재 피로를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항산화제인 비타민제를 복용하고 있다. 이들 

항산화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타민 C이다. 피로는 

잠재적 괴혈병의 초기 증상이며8), 잠재적으로 비타민 C

가 부족할 경우 피부, 무력감, 우울 등이 생기고9) 비타민 

C를 보충해 주면 호전 된다.
10,11)
 이에 저자 등은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타민 C 투여 전후를 비

교하여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방      법

    1. 연구대상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11월 30일까지 모 대학병

원 가정의학과에 피로를 주소로 내원한 사람을 대상으

로 하 다. 대상이 된 사람들은 최소한 1개월 이상 지속

적인 피로를 가지고 있었고, 그동안 다른 병원에서 원인

이 밝혀지지 않은 피로 환자들이었다. 단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충실히 작성하지 않았거나 피로도 점수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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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피로는 일차 의료에서 가장 흔한 증상이지만 환자나 의사 모두 피로 자체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조사에 

의하면 성인의 27%가 지난 1주일동안 피로를 느꼈으며, 6%에서는 2주 이상 원인불명의 피로로 고생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스트레스가 피로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많은 피로 환자들은 항산화제를 복용하고 있고 이 중 

가장 대표적인 항산화제가 비타민 C이다. 이에 저자 등은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타민 C 고용량 정맥 

주사 투여 전후를 비교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11월 30일까지 모 대학병원 가정의학과에 피로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주 2회 비타민 C 10 g과 비타민 B군 2 cc를 생리식염수 80 cc에 섞어서 4주간을 투여한 후 설문지를 통해서 호전여부

를 보았다. 설문지는 총 9개 문항으로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통계방법은 Wilcoxon Signed Ranks test를 이용하여 

P-value 0.05 이하일 때 의미 있는 것으로 하였다.

결과: 남자가 3명이고, 여자가 16명이며, 평균 연령은 47.7±13.6세였다. 비타민 C를 투여하기 전에 환자들의 피로도 

점수는 5.2점(3.0～7.0)인 반면 투여 후에는 3.3점(1.4～4.8)으로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P＜0.0001).

결론: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들에서 비타민 C 고용량 정맥 투여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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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인 경우, 비타민 C 정맥 투여를 8회 다 받지 않은 

경우들은 제외하 다. 

    2. 연구방법

  총 31명의 환자 중 설문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타민 

C 정맥투여를 8회 다 받지 않은 환자 7명과 피로도 점수

가 3점 이하인 5명을 제외한 19명을 대상으로 주 2회 비

타민 C 10 g과 비타민 B군 2 cc를 생리식염수 80 cc에 

섞어서 4주간을 투여한 후 피로도 설문지(Fatigue Severity 

Scale)를 통해서 호전여부를 보았다. 설문지는 총 9개 문

항으로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그 평균값으로 평가하

는 방식이다.12,13) 통계방법은 Wilcoxon Signed Ranks test를 

이용하여 P-value 0.05 이하일 때 의미 있는 것으로 하

다.

결      과

  남자가 3명이고, 여자가 16명이며, 평균 연령은 47.7±

13.6세 다(표 1). 비타민 C를 투여하기 전에 환자들의 

피로도 점수는 중앙값 5.2점(3.0∼7.0)인 반면 투여 후에

는 중앙값 3.3점(1.4∼4.8)으로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감소하 다(P＜0.0001)(표 2). 비타민 C를 정맥투여 받은 

환자 중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는 없었다.

고      찰

  본 연구에서 비타민 C를 투여받기 전보다 투여 받은 

후에 피로감이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 대상이 된 환자들

은 대부분 가정주부이며 어떤 특별한 질병이나 최근에 

치료받은 것은 없었다. 따라서 스트레스가 피로 발생에 

중요한 향을 미쳤으리라고 생각한다. 이같은 경우 비

타민 C 같은 항산화제가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발생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고용량 비타민 C 주사제를 사용하

다. 그 이유는 비타민 C가 피로에 미치는 향은 투여 

경로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일부 연구에서

는 경구 비타민 C를 투여한 경우에는 피로 증상을 해소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기도 하고 다른 연구에

서는 고용량 비타민 C 주사제를 썼을 때 피로도를 줄이

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보고도 있었다.14,15) 이에 저자들

은 피로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고가 된 고용량 비타

민 C 주사를 환자들에게 투여하 다. 

  Vecchiet 등은 만성 피로 환자 21명과 정상 환자 20명에

서 산화 상태와 항산화제의 균형을 비교해 피로와 산화 

스트레스의 양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TBARS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를 조사하 다. 그 결

과 산화 스트레스는 TBARS는 정비례 관계를 보여주고 

피로도와 비타민 E 사이에는 역비례 관계를 보여주었다. 

즉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항산화 방어가 감소되는 

것이 만성 피로와 관련이 있고 항산화제의 보충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16) 또한 Kodama 등

은 비타민 C가 내적인 스테로이드의 합성과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실제로 체내에서 스테로이드가 증가되는 효

과를 얻어 알레르기 질환과 자가 면역 질환에서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고 만성 피로 환자에서도 항산화제 체내 

감소와 스테로이드의 생체 이용 감소가 피로감 증가와 

연관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고용량 비타민 C를 주사

하여 항산화제의 부족을 해소하고 스테로이드의 생체 

이용을 증가시켜 피로도를 감소시킴으로써 만성 피로 

치료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15) 

  실제로 치료에 응용되었던 것을 보면 Gaby 등은 비타

민 B군, 비타민 C와 미네랄을 혼합한 용액(마이어스 칵

테일)을 주사제로 만들어 만성 피로 환자에게 주사해 피

로도가 감소되었다고 발표하 다.17)

  만성 피로는 다인자 요인이 작용하여 증상을 유발시

키는 것으로 보인다. 수많은 부분적인 양 결핍이 작용

하는 것으로 추측하는데 다양한 비타민 B군, 비타민 C, 

마그네슘, 염분, 아연, L-트립토판, L-카르티틴, 코엔자임 

Q10과 필수 지방산이 포함된다. 만성 피로 환자에서 이

러한 양소의 부분적 부족 상태를 보이는데 이것은 식

이 섭취의 부족이라기보다는 타고난 소인으로 보이기 

때문에 치료를 시작한 뒤 검사를 통해 양 결핍이 해소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

특성 빈도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성별 남자 3명(15.8%)
여자 16명(84.2%)

나이 47.7±13.6세
사회생활 직장인 7명(36.8%)

주부 12명(63.2%)
흡연자 1명( 5.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표 2. 비타민 C 고용량 정맥 주사 투여 전후 피로도 비교.
ꠧꠧꠧꠧꠧꠧꠧꠧꠧꠧꠧꠧꠧꠧꠧꠧꠧꠧꠧꠧꠧꠧꠧꠧꠧꠧꠧꠧꠧꠧꠧꠧꠧꠧꠧꠧꠧꠧꠧꠧꠧꠧꠧꠧꠧꠧꠧꠧꠧꠧꠧꠧꠧꠧꠧ

치료 전 치료 후 P-valu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중앙값 5.2 (3.0∼7.0) 3.3 (1.4∼4.8) ＜0.000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Wilcoxon Signed Rank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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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만성 피로 환자에

서 양 치료는 일반적인 고용량 비타민과 미네랄로 치

료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18)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 대부분에서 혈청 아세틸카르

니틴(acetylcarnitine)이 낮았고 만성 피로 점수와도 일치했

다. 이것은 상당량의 혈청 아세틸카르니틴이 뇌로 이동

해 뇌에서 glutamate의 생합성에 주로 이용되는데 뇌의 

일부 지역에서 감소된 소견을 보이고 있어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의 생합성이 줄어듦으로써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 서로 연관성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19) 만성 피로

의 원인은 분명하지 않지만 수많은 최근 연구들에서 산

화 스트레스가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항

산화제의 사용이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루타치온(glutathione), N-아세틸시스테인(acetylcy-

steine), alpha-lipoic acid, oligomeric proanthocyanidins, Ginkgo 

biloba, 그리고 Vaccinium myrtillus (bilberry)와 같은 물질들

을 함유한 음식물 섭취가 증상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Logan 등은 설명하고 있다.20) Jammes 등은 만성 피로 환

자에서 항산화 능력의 감소로 운동 후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되어 활성 산소에 의해 근육 세포가 손상을 받기 때

문에 근육의 흥분과 수축에 의한 운동에 장애가 생기게 

되어 근육 기능이 저하되고 피로도가 증가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하 다. 또한 항산화제 복용 등을 통한 항

산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만성 피로 환자에서 운동 

후 산화스트레스에 의한 손상을 줄여 피로도를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천하 다.21)

  이번 우리 연구에서 비타민 C를 환자에게 투여한 뒤 

피로감이 감소하는 등 증상의 호전을 보여 산화 스트레

스가 만성 피로에 관여하고 있다는 추론을 어느 정도 뒷

받침해주고 있다. 대부분의 환자에서 피로감 감소라는 

증상의 호전을 보여 만족스런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전

체 치료군의 규모가 너무 작아 이번 연구의 결과를 해석

하는 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또한 환자가 자신에게 

주사하는 것이 비타민 C라는 사실을 알고 주사를 맞았

기 때문에 일종의 위약 효과에 의한 증상 호전 가능성도 

높아 이번 연구의 가장 큰 제한점이 된다. 그렇지만 이번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환자들이 다른 치료를 시도해

보았지만 제대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 또 다른 선

택으로서 비타민 C 주사를 선택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어느 정도 환자들의 피로감을 줄이는 증상 호전에 긍정

적인 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만성 피로나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를 명확하게 치료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많은 환자들이 제도권의 

의료에 접근하기보다는 제도권 밖의 검증되지 않은 치료

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제도권 

의료에서 만성피로 및 만성피로 증후군 환자들에게 치료

그림 1. 피로도 측정 설문지.

피로도 측정 설문

성  명 :                일  시 :                  점  수 :

지난 1주일 동안의 상태를 가장 잘 반 하는 점수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피로하면 의욕이 떨어진다. 1    2    3    4    5    6    7

2. 운동을 하면 피곤해진다. 1    2    3    4    5    6    7

3. 쉽게 피곤해진다. 1    2    3    4    5    6    7

4. 피로 때문에 신체 기능이 지장을 받는다. 1    2    3    4    5    6    7

5. 피로로 인해 종종 문제가 생긴다. 1    2    3    4    5    6    7

6. 피로 때문에 지속적인 신체활동이 어렵다. 1    2    3    4    5    6    7

7. 피로 때문에 업무나 책임을 다하는데 지장이 있다. 1    2    3    4    5    6    7

8. 나를 가장 무력하게 만드는 증상 세 가지를 뽑는다면

  그 중에 피로가 들어간다. 1    2    3    4    5    6    7

9. 피로 때문에 직장, 가정생활에 지장을 받는다. 1    2    3    4    5    6    7



Gyou Chul Jung, et al: The Effect of Intranvenous Vitamin C in the People with Fatigu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가정의학회지394

로 제공할 수 있는 여러 수단 중 한가지로 비타민 C 주사

요법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S

The Effect of Intravenous Vitamin C in Peo-
ple with Fatigue

Gyou Chul Jung, M.D., Chang Hwan Yeom, M.D.†, 
Belong Cho, M.D., Ph.D.*, Jong Soon Choi, M.D.**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Kwandong University College of Medi-
cine, Goy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si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Busan, Korea

Background: Although fatigue is the most common 

symptom in primary care, both doctors and patients 

tend to overlook it. According to one study, 27% of 

the adults felt fatigued for one week and 6% of the 

adults complained of unexplained fatigue for over two 

weeks. Stres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etiology of 

fatigue. Thus, antioxidants are currently taken by 

people who complain of fatigue. Vitamin C is one of 

the most common antioxidants. We intend to find out 

whether intrarenous vitamin C is really helpful or not 

in people who complain of fatigue.

Methods: We have investigated 19 outpatients who 

chiefly complained of fatigue and visited the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at one university hospital from July 

1, 2004 to Nov 30, 2005. The patients were treated by 

Vitamin C 10g and Vitamin B complex injection for 4 

weeks, and they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con-

cerning the severity of symptom before and after injec-

tion. The questionnaire with 9 questions consisted of 7 

score index. The results were statistically analyzed with 

Wilcoxon Signed Ranks test and a P-value under 0.05 was 

considered significant. 

Results: Three patients were males and 16 patients were 

females. The average age group was 47.7±13.6 years. 

While the fatigue severity score of the patients before 

vitamin C injection was 5.2 (3.0∼7.0), the fatigue severity 

score after injection was 3.3 (1.4∼4.8), which was signifi-

cantly decreased (P＜0.0001).

Conclusion: We think that the vitamin C intravenous 

injectioned to people who complained of fatigue was  

helpful. (J Korean Acad Fam Med 2006;27:391-39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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