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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ere is insufficient data to analyze how the vitamin D status of the Koreans has changed over the yea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the trend of serum vitamin D concentration by using 25-hydroxyvitamin D [25(OH)D] concenth th
trations measured from 2008 to 2014 (the 4 -6 period of KNHANES).
Methods: KNHANES conducted a survey on participants who were 10 years old or older and whose blood 25(OH)D concentration
was measured from 2008 to 2014. In this study, linear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assess blood 25(OH)D concentration
trend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assess prevalence trends.
Results: The mean serum 25(OH)D concentration of all age group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ecrease. The serum 25(OH)D
concentration of the twenties was the lowest in all the surveyed years and the serum 25(OH)D concentration of the forties
showed the fastest declining trend. There was no significant increase in the prevalence of vitamin D deficiency in the group
using dietary supplements.
Conclusion: The serum vitamin D level of Koreans has been decreasing for seven years. Vitamin D replacement through dietary
supplements is needed in the high risk group of vitamin D deficiency.

Key Words: Vitamin D deficiency, Korea, Vitamin D

Received December 19, 2017; revised March 9, 2018; accepted March 16, 2018.
Corresponding author: Hyun-Woo Kim,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Chung-ju Hana General Hospital, 1262, 2 sunhwan-ro, Heungdeok-gu, Cheongju,
28378, Korea. E-mail: jamesinfm@gmail.com
Copyright Ⓒ 2018 The Korean Academ y of Clinical G eriatric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 s of the Creative Com m ons Attribution N on-Com m 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 m ons.org/licenses/by-nc/4.0) w hich
perm its unrestricted non-com m 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 edium , provided the original w ork is properly cited.

56 Korean J Clin Geri 2018;19(1):55-62

서

해 연도에 따른 비타민D 농도의 추세를 기술하고자 하

론

였다.
비타민D는 자외선 노출에 의해 피부에서 생성되거나,
식품으로부터 직접 섭취되기도 한다. 체내에서 생성되거

대상 및 방법

나 식품으로부터 섭취된 비타민D는 간에서 대사되어

25-hydroxyvitamin D [25(OH)D]로 전환되며1), 이후 신장
에서 한번 더 대사과정을 거쳐 활성형 비타민인 1,25‑
2)

1. 조사 대상
KNHANES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의거하여 한
국 국민의 건강수준, 건강행태, 식품 및 영양섭취 실태

dihydroxyvitamin D로 전환된다.

비타민D는 골격의 정상적인 발달과 유지를 위해 중요

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는 전국 규모의 조사이다.

한 역할을 하는 물질로 결핍 시 구루병 또는 골연화증

KNHANES는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하

3)

4)

여 시행하며, 제1기(1998년)부터 제3기(2005년)까지 3년

9)

주기로 단기 조사가 시행되었고 이후 제4기 2007년부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심혈관질환 ,
5)

6)

7)

8)

당뇨병 , 대사증후군 , 감염 , 종양 , 흡연자의 폐기종 ,
10)

자가면역질환

등 여러 만성질환이 체내 비타민D 농도

와 높은 연관성이 있음이 밝혀졌다.

연중 조사 체계로 개편하여 매년 시행되고 있다.
전국적인 비타민D 상태에 대한 조사는 KNHANES 제

최근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 실내에서 많은 시간을

4기 2차년도(2008년)부터 시행되었다. KNHANES 제4기

보내고 있으며, 이러한 생활양식 변화는 비타민D 부족

에서 제6기까지 총 92,622명의 대상자가 선정되었고, 이

위험성을 높인다. 특히 노인의 경우 피부의 비타민D 합

들 중 73,352명(79.2%)이 설문과 검사에 동의를 하였으

성능력이 저하되고 야외활동이 어려워 젊은 사람들에 비

며 39,759명(42.9%)이 혈중 25(OH)D 농도를 측정하였다.

해 비타민D 부족 위험성이 더욱 높다.

11)

KNHANES 제4기 2008년부터 제5기 2012년까지는 만

전 세계적으로 약 50%의 인구가 비타민D 결핍상태이

10세 이상 참여자 전수에서 25(OH)D 농도가 측정되었

3)

특히 우리나라 국민의 체내 비타민D 농도는 세계

고, 제6기 2013년과 2014년에는 만 10세 이상 대상자 중

적으로 낮은 수준에 속하며 선진국인 캐나다와 미국 국

추출된 2,400명에서 25(OH)D 농도를 측정하였다. 제6기

다.

민과 비교했을 때도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12)

또한 2008

2015년에는 비타민D에 대한 조사가 시행되지 않았다.

년 국내의 한 연구에 의하면 비타민D 부족 기준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NHANES 2008년 2월 20일부

25(OH)D 20 ng/mL 미만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의

터 2014년까지 혈중 25(OH)D 농도가 측정된 만 10세

비타민D 부족은 매우 흔하며(남성47.3%, 여성64.5%), 특

이상의 참여자를 조사대상으로 정했다.

히 젊은 연령층의 비타민D 농도가 낮았다.

13)

해외의 몇몇 연구자들은 자국민의 비타민D 상태가 수
년에 걸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세를 기술하기 위한
14,15)

연구를 시행하였다.

2. 25(OH)D의 검사실 측정
본 연구에서는 체내 비타민D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의 경우 짧

지표로 25(OH)D를 사용하였다. 25(OH)D는 체내에서 약

은 기간 동안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비타민D 상태를

3주의 반감기를 가진 안정한 형태의 비타민D 대사 산물

평가하는 단면연구들이 시행되었을 뿐이며, 우리나라 국

이며 체내에 풍부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25(OH)D는 개

민의 비타민D 상태가 수년에 걸쳐 어떻게 변화하고 있

인의 체내 비타민D 상태에 대한 적절한 지표로 평가받고

는지 추세를 분석한 자료는 매우 부족하다. 우리나라 국

1)
있다. 혈중 25(OH)D를 측정을 위해서 2008년 2월 20일

민의 비타민D 부족 상황을 파악하고 비타민D 보충이

부터 2014년까지 네오딘 연구소에서 일관되게 Radioi-

필요한 인구집단을 확인하는 것은 공공의료의 관점에서

mmunoassay (1470 WIZARD gamma-counter, PerkinElmer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Life And Analytical Sciences Inc., Waltham, MA, USA)가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Korea National Health

사용되었다.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제4기 2차
년도(2008년)부터 제6기 2차년도(2014년)까지 체내 비타
민D 농도가 측정된 만 10세 이상 참여자의 자료를 활용

3. 비타민D 보충제에 대한 데이터
KNHANES에서 보충제 복용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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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였다.

어졌으나, 비타민D 보충제의 복용 여부를 특정하여 설
문 조사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년 이내

본 연구에서는 KNHANES 자료 분석 시 결과값이 모

에 2주 이상 어떤 종류의 보충제라도 복용한 경험이 있

집단인 한국 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각 측정값에

는 사람은 비타민D 보충제 또한 복용할 확률이 높을 것

KNHANES의 검진조사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하였다.

으로 가정하였고, 1년 이내에 2주 이상 보충제 복용 여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른 인구 구성 변화로 인한

부를 묻는 설문에 “예”라고 답한 사람을 비타민D 보충

영향을 배제하고자 산술평균과 각 기준값에 따른 집단

제 복용군으로 정의하였다.

의 비율을 연도별로 구할 때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
구통계 2014년 6월 인구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인구표준

4. 통계 분석

화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도별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
악하기 위하여 25(OH)D가 측정된 참여자의 연령, 성, 보
Table 2. Age distribution of standard population

충제 사용여부로 계층화하여 분석하였다.
체내 비타민D 농도의 부족함 또는 충분함에 대해 일
관되게 합의된 기준은 없으나, 세계보건기구(WHO)는
혈중 25(OH)D의 농도가 20 ng/mL보다 낮은 경우를 부
16)
족한 상태로 보았다. 또한 미국 Institute of Medicine

(IOM)에서는 혈중 25(OH)D의 농도가 20 ng/mL 이상일
때 97.5% 인구에서 필요량을 만족시키며, 12 ng/mL 이하
인 경우 비타민D 결핍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
다.17) 체내 비타민D의 적정 농도는 일치된 기준은 없으나

25∼80 ng/mL로 알려져 있다.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혈
중 25(OH)D의 농도가 10 ng/mL 미만인 경우를 비타민D
결핍 상태로, 20 ng/mL 미만인 경우를 비타민D 부족 상

Age groups

Male

Female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89
90∼99
100＋
Total

2,369,251
3,196,458
3,467,617
4,032,027
4,557,890
4,093,149
2,214,584
1,324,731
333,598
35,851
3,391
25,628,547

2,231,058
2,908,310
3,140,930
3,869,497
4,395,807
4,034,029
2,359,435
1,793,652
744,931
116,253
11,130
25,605,032

Population of resident registration of Korea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June, 2014.

태로, 30 ng/mL 보다 높은 경우를 비타민D 적정 상태로

Table 1. Sample size of people who had serum 25-hydroxyvitamin D [25(OH)D] measurements stratified by demographic variables
or vitamin D supplement use, according to year

Examined and 25(OH)D measured*
Age (year)
10∼19
20∼29
30∼39
40∼49
50∼59
60＋
Sex
Male
Supplements use†‡§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6,925

8,303

6,815

6,704

6,308

2,355

2,349

1,004
749
1,259
1,179
1,004
1,730

1,202
930
1,385
1,475
1,218
2,093

938
674
1,205
1,137
1,144
1,717

849
617
1,091
1,055
1,173
1,919

777
567
970
980
1,087
1,927

387
385
401
391
404
387

372
353
407
407
408
402

44.0

44.9

45.0
37.9

44.1
38.5

43.8
41.3

50.0
38.2

48.7
38.1

KNHANE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08∼2014.
*Participants who had 25 (OH) D measurements.
†
Questionnaire on whether any dietary supplements were used for more than 2 weeks within 1 year.
‡
Surveillance of dietary supplements began in 2010.
§
There were participants who did not answer the questionnaire about dietary supplements (11.9% at 2010, 10.6% at 2011, 11.6%
at 2012, 12.6% at 2013, 11.7% a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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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전체에서 25(OH)D의 산술평

95% 신뢰구간을 사용하였고 P-value는 0.05 미만을 유

균을 연도별로 구하였고, 연령과 성별로 구분한 그룹들

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통계 프로그램은 R (version

에서 각각의 25(OH)D의 산술평균을 연도별로 계산하였

3.3.3/ The R Foundation)을 사용하였다.

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전체에서 3가지 기준값 [결
핍(＜10 ng/mL), 부족(＜20 ng/mL), 적정(≥30 ng/mL)]에

결

과

해당하는 집단의 비율을 각각 연도별로 구하였고 별도
로 연령과 성별에 따라 구분된 그룹들, 보충제 사용여부

KNHANES에서 25(OH)D가 측정된 참여자의 수는

로 구분된 그룹들에서 부족군(＜20 ng/mL)의 비율을 연

2008년에서 2012년까지 매년 6,000명 이상 유지되다가

도별로 구하였다.

2013년부터 조사 방법 개편으로 인해 약 2,400명 정도로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전체, 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감소하였다. KNHANES 제4기의 2008년과 2009년의 경

계층화된 그룹들에서 연도별로 계산된 혈중 25(OH)D의

우 보충제 사용에 대한 자료가 조사되지 않았다. 조사대

평균 농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평가하기

상 전체의 평균 연령은 44세이며 표준화된 평균 연령은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42세였다(Table 1). 연도별 25(OH)D 평균 농도와 기준값

조사대상 전체에서 연도별로 계산된 비타민D 결핍군,

에 따른 집단의 비율을 계산할 때 표준화를 위해 사용한

부족군, 적정군의 비율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

표준인구의 분포는 Table 2와 같다.

지 평가하기 위해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시행하였고, 계층

조사대상 전체에서 2009년에서부터 2013년까지 25(OH)D

화된 그룹들에서 연도별로 계산된 비타민D 부족군(＜20

평균 농도는 약 4% 미만의 변동을 보이며 비교적 일정하

ng/mL)의 비율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평가하

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5(OH)D 평균 농도

기 위해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형회귀분석

가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19.2 ng/mL에서 17.8 ng/mL

과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시행할 때 분석대상이 조사대상

으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2013년과 2014년 사이에 17.2

전체인 경우 연령과 성별에 대해 보정을 하였고, 분석대

ng/mL에서 16.1 ng/mL로 눈에 띄는 감소가 보였다. 전체

상이 연령에 따라 구분된 군들인 경우 성별에 대해서 보

조사기간 동안 전체 인구에서 혈중 25(OH)D 의 농도가

정하였으며, 분석대상이 성별로 구분된 군들인 경우에는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Coefficient= −0.428, P for

연령에 대해서 보정하였다.

trend ＜0.001). 또한 성별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여성

Figure 1. Trends in mean concentrations of serum 25-hydroxyvitamin D [25(OH)D] stratified by gender, according to year.
KNHANE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08∼2014. The values shown are arithmetic means
that were weighted and standardized by age and gender. The
linear regression coefficients for the overall group, male and
female groups were −0.428 (P for trend ＜0.001), −0.525 (P
for trend ＜0.001), and −0.321 (P for trend ＜0.001),
respectively.

Figure 2. Trends in mean concentrations of serum 25-hydroxyvitamin D [25(OH)D] stratified by age groups (10∼39 years
old), according to year. KNHANE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08∼2014. The values shown
are arithmetic means that were weighted and standardized by
age and gender. The linear regression coefficients for the 10∼
19, 20∼29 and 30∼39 age groups were −0.265 (P for trend
＜0.001), −0.360 (P for trend ＜0.001), and −0.497 (P for trend
＜0.001),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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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남성에게서 혈중 25(OH)D의 평균 농도가 매년 높

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Figure 1).

았고, 연도별로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P

조사대상을 연령별로 계층화한 그룹들에서 25(OH)D

＜0.001). 그러나 연도에 따른 25(OH)D의 평균 농도의

의 평균농도를 각각 연도별로 계산한 결과 모든 연령층

변화에 있어서 남성의 경우(Coefficient=−0.525, P for

에서 혈중 25(OH)D 평균 농도의 유의미한 감소 추세를

trend ＜0.001) 여성(Coefficient=−0.321, P for trend ＜0.001)

보였다. 모든 조사 연도에서 20대의 혈중 25(OH)D의 농
도가 가장 낮았으며, 가장 빠른 감소 추세를 보이는 연
령층은 40대였고(Coefficient=−0.546, P for trend ＜0.001),
가장 느린 감소 추세를 보이는 연령층은 10대였다

(Coefficient=−0.265, P for trend ＜0.001). 60세 이상 노인
인구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혈중 25(OH)D 평균 농
도가 가장 높았다(Figure 2, 3).
조사대상 전체에서 비타민D 부족군의 비율은 꾸준히 증
가하였고(Coefficient=0.140, P for trend ＜0.001), 비타민

D 적정군의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였다(Coefficient=−0.243,
P for trend ＜0.001). 비타민D 결핍군의 비율은 2008년부
터 2011년까지 약간의 감소를 보이다가 2011년부터 빠
르게 증가하는 추세가 관찰되었다(Figure 4).
Figure 3. Trends in mean concentrations of serum 25-hydroxyvitamin D [25(OH)D] stratified by age groups (40∼60＋ years
old), according to year. KNHANE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08∼2014. The values shown
are arithmetic means that were weighted and standardized by
age and gender.The linear regression coefficients for the 40∼49,
50∼59 and 60＋age groups were −0.546 (P for trend ＜0.001),
−0.496 (P for trend ＜0.001), and −0.378 (P for trend ＜0.001),
respectively.

Figure 4. Trends in proportion of each 25-hydroxyvitamin D
[25(OH)D] group (＜10 ng/mL, ＜20 ng/mL, ≥30 ng/mL) among
the total population, according to year. KNHANE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08∼2014.
The values shown are weighted proportions of each 25(OH)D
group in total population. These proportions have been
standardized for gender and age. The logistic regression
coefficients for the deficiency (＜10 ng/mL), insufficiency (＜20
ng/mL) and optimal groups (≥30 ng/mL) were 0.089 (P for
trend ＜0.001), 0.140 (P for trend ＜0.001), and −0.243 (P for
trend ＜0.001), respectively.

연령별로 계층화한 그룹들을 분석했을 때 전 연령에
서 비타민D 부족군의 유의한 증가 추세가 관찰되었으며,

40대에서 비타민D 부족군의 비율이 가장 빠르게 증가했
다(Coefficient=0.183, P for trend ＜0.001). 비타민D 부족
군의 비율이 가장 느리게 증가하는 연령층은 10대였다

(Coefficient=0.091, P for trend ＜0.001) (Figure 5, 6). 성

Figure 5. Trends in prevalence of vitamin D insufficiency (＜20
ng/mL) stratified by age groups (10∼39 years old), according
to year. KNHANE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08∼2014. The values shown are weighted
proportions of insufficiency group (＜20 ng/mL) in each age
group. These proportions have been standardized for gender
and age. The logistic regression coefficients for the 10∼19, 20∼
29 and 30∼39 age groups were 0.091 (P for trend ＜0.001),
0.157 (P for trend ＜0.001), and 0.176 (P for trend ＜0.001),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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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분석했을 때 여성에서 비타민D 부족군의 비율이

비율이 매년 낮았고, 보충제를 사용하지 않는 군에서 비

남성보다 매년 높았으나, 남성에서 비타민D 부족군의

타민D

비율이 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Coefficient=

(Coefficient=0.146, P for trend ＜0.001). 반면 보충제를

0.154, P for trend ＜0.001) (Figure 7).

복용하는 군에서는 비타민D 부족군의 비율이 증가하지

또한 보충제 사용 여부로 구분했을 때 보충제를 사용

부족군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않았다(Coefficient=0.032, P for trend=0.283) (Figure 8).

하는 군에서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비타민D 부족군의

고

찰

이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의 체내 비타민D 농도가

2008년에서 2014년까지 7년간 감소하는 추세임을 처음
으로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혈중

25(OH)D의 평균 농도는 2008년에 19.2 ng/mL이었고, 이
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4년에 16.1 ng/mL
로 나타났다. 체내 비타민D를 적정 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혈중 25(OH)D의 농도에 대해 일반적인 합의는
아직 없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이 혈중 25(OH)D의 농
도가 20 ng/mL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3,16,17)

것을 볼 때

, 본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국민의 체내

Figure 6. Trends in prevalence of vitamin D insufficiency
(＜20 ng/mL) stratified by age groups (40∼60＋ years old),
according to year. KNHANE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08∼2014. The values shown
are weighted proportions of insufficiency group (＜20 ng/mL) in
each age group. These proportions have been standardized for
gender and age. The logistic regression coefficients for the 40∼
49, 50∼59 and 60＋ age groups were 0.183 (P for trend
＜0.001), 0.138 (P for trend ＜0.001), and 0.096 (P for trend
＜0.001), respectively.

해 가장 낮았는데, 이는 최근 시행된 다른 연구들에서도

Figure 7. Trends in prevalence of vitamin D insufficiency (＜20
ng/mL) stratified by gender, according to year. KNHANE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08∼2014.
The values shown are weighted proportions of insufficiency
group (＜20 ng/mL) in each gender group. These proportions
have been standardized for gender and age. The logistic
regression coefficients for the male and female groups were
0.154 (P for trend ＜0.001), and 0.119 (P for trend ＜0.001),
respectively.

Figure 8. Trends in prevalence of vitamin D insufficiency
(＜20 ng/mL) stratified by supplement use, according to year.
KNHANE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08∼2014. The values shown are weighted proportions
of insufficiency group (＜20 ng/mL) in each group. These
proportions have been standardized for gender and age. The
logistic regression coefficients for the supplement user and
supplement non-user groups were 0.032 (P for trend=0.283),
and 0.146 (P for trend ＜0.001), respectively.

비타민D 농도가 부족한 상태이며, 향후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전 연령층에서 체내 비타민

D 농도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고, 40대에
서 가장 빠른 감소 추세가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체내
비타민D 농도가 전체 조사기간 동안 다른 연령군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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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게 관찰되는 바이다.19-21) 노인을 제외한 성인에서

보충제를 사용하는 군에서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비

체내 비타민D 농도가 감소하는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

타민D 부족군의 비율이 적었고, 그 비율이 시간에 따라

으나, 여러 연구에서 야외활동 부족, 비타민D가 풍부한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 국민

음식의 섭취 부족, 햇빛을 가리는 의복, 자외선 차단제

의 비타민D 부족이 보충제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음을

사용 등의 생활습관을 비타민D 부족의 원인으로 지적한

시사한다.

22-24)

이 연구는 비타민D 상태의 시간에 따른 추세에 관한

다.

국가의 위도는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광의 양과 질

연구가 한국인뿐만 아니라 아시아인에서 아직 없다는

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피부에서 합성되는 비타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조사대상에 성인과

민D의 양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25)

동북아시아에서 비교

더불어 10대 청소년들까지 포함시켜 표본의 대표성을

적 위도가 높은 중국에서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베이징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KNHANES 결과를 분

o

o

N)에 거주하는 사람의 혈중

석함에 있어서 몇몇 논문에서 적절한 가중치를 적용하

25(OH)D 평균농도는 16.16 ng/mL로 나타났으며, 위도가

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었다.30) 본 연구에서는 복합표본

o
o
낮은 태국(5 30′ N∼20 30′ N)의 경우 혈중 25(OH)D 평

설계(complex sample design)를 고려하여 적절한 가중치를

N)과 상하이(31

(40

균농도가 31.62 ng/mL로 측정되었다.

26)

우리나라는 위도

적용하고, 시간에 따른 인구 구성 변화에 의한 오차를

33° N∼38° N에 속하며 위도가 낮은 적도 근처의 나라

줄이기 위해 연령별, 성별 표준화를 시행하였다. 같은

들보다 일조량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야외활동을 통한

연도의 KNHANES 자료를 토대로 시행된 다른 단면연구

비타민D 합성의 효율 역시 적도 주변의 나라들에 비해

와 본 연구에서 표준화 과정을 거쳐 계산한 결과 사이에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7)

노인의 경우 피부의 비타민D 합성능력이 감소되어 ,

이번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보충제 조사 항목에 있어

기본적으로 젊은 성인에 비해 비타민D 부족에 이환될 위

서 비타민D 보충제의 복용 여부를 직접적으로 알 수 없

험이 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인구의 체내

었다는 점이다. 국민건강 영양조사에서 비타민 보충제를

비타민D 농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먹는지에 대한 설문이 있으나 조사 기간이 제한되어 있

다. 같은 아시아 국가인 태국에서 2008년 시행된 연구에

고, 비타민D를 특정하여 조사한 항목은 발견할 수 없었

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해당 연구진들은 젊은

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각 참여자의 혈액검사 당시의

사람들에 비해 노인들은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여가시

계절을 보정하지 않았다. 국내의 한 연구에 의하면 혈중

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추측

25(OH)D의 농도는 약 10 ng/mL 내외로 여름에 높고, 겨

21)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젊은 사람들에 비해 노인들이
13)

울에 낮게 측정되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

야외에서 활동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가 많고 , 일반적

12)
냈다. 이러한 계절적인 차이가 통계적인 교란변수로

으로 노인의 경우 젊은 사람들보다 비타민D 보충제를

작용할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하지 못한 점도 이번 연구의

28)

더 많이 복용한다는 점

등이 본 연구에서 노인 인구의

체내 비타민D 농도가 높게 나타난 원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15년 국내 노인병 클리닉의 입원 환자를 대상

한계점이다.
따라서 한국 국민의 비타민D 상태에 대한 후속 연구
와 그에 따르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으로 한 연구에서 혈중 25(OH)D 농도가 지역사회에 거
주하는 노인 환자들의 경우 14.72 ng/mL로 본 연구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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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비타민D 보충제를 복용할 경우 체내 비타민D
농도가 높게 유지되지만, 질병으로 인해 운동능력이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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