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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의 혈중 비타민 D 결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5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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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한국 여성의 비타민 D 결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한국 여성의 비타민 D 관리를 위한 기초자
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제5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만 19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인구
사회학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 혈중 비타민 D를 파악하였다. 자료 분석은 IBM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합표본 
설계를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 여성의 비타민 D 결핍률은 81.4%였으며 비타민 D 결핍군과 정상군은 연령, 결혼 여부, 
거주 지역, 주거유형, 소득수준,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비타민 D 결핍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비타민 
D 결핍 위험은 65세 이상 집단보다 19~39세 집단이 2.5배 높았으며 기혼에 비해 미혼인 경우 2배 높았다. 걷기를 실천하
지 않는 경우 1.5배,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경우 1.5배 비타민 D 결핍 위험이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연령대별 
비타민 D 결핍 위험 요인을 밝히기 위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며 비타민 D 결핍 예방을 위해 여성의 스트레스 완화와 신체활
동 증진이 필요하겠다.
주제어 : 혈중 비타민 D, 비타민 D 결핍, 여성, 건강, 국민건강영양조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serum vitamin D deficiency in korean 
women. This study used the data from the 5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s Survey and 
analyzed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health related factors and serum vitamin D in women aged 19 and 
over.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IBM SPSS 18.0 program. As a result, vitamin D deficiency rate in Korean 
women was 81.4%.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age, marital status, region, type of 
residence, family income, education level. The risk factors of vitamin D deficiency were age, marital status, 
region, without walking.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further studies on the vitamin D deficiency 
factors by age group should be conducted and the stress relieve and physical activity of women should be 
promoted to prevent vitamin D de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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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비타민 D는 일차적으로 태양에 노출된 뒤 피부를 통

해합성되며, 연어, 정어리, 고등어와같은기름진생선이

나달걀노른자, 간유, 표고버섯등을통해섭취할수도있

다[1]. 섭취된 비타민 D는 간으로 이동하여 25(OH)D

(25-hydroxyvitamin D)로 전환되며 25(OH)D는 반감기

가길어혈중비타민 D 농도측정에이용된다[2]. 비타민

D는 일반적으로 칼슘대사에 관여하며근육과골격의성

장 및 유지를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골다공증을 예방하

고치료하는데에기여한다[1, 3]. 뿐만 아니라인체의다

양한세포와조직에서비타민 D 수용체가발견되면서[3]

비타민 D는 자가면역질환[4], 심혈관 질환[5, 6], 당뇨병

[7], 암[8, 9]과 관련이있어비타민 D의기능과관련요인

에 관심을 가지고 규명하는 것은 중요하다.

비타민 D는 다양한 건강문제와 관련이 있어 국민의

건강상태와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성인의

74.4%가비타민 D 결핍상태이며[10] 미국인구의 41.6%

가 비타민 D 불충분 상태로[11] 비타민 D 결핍은 전 세

계적으로심각하다. 또한우리나라에서비타민 D 결핍으

로진료를받은인원은 2009년 2027명에서 2013년 18637

명으로 4년간 9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약 2.8배 많다고 보고되고 있어[12] 비타민 D 결핍이 증

가하는 원인을 밝히고 비타민 D 결핍을 예방하여 관련

질병의 이환을 감소시키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여성의 경우 중년 이후 폐경으로 골다공증 위험이 증

가하는데이시기에비타민 D가불충분할경우근육감소

와 낙상의 위험이 증가하여 신체 손상을 입을 수 있고

[13], 젊은 여성의 경우 과도한 다이어트로 인해 불충분

한영양공급으로비타민 D결핍위험이높다[14]. 여성의

임신중비타민 D 결핍은임부에게출산전우울증상을

유발할수있으며[15], 태어난자녀에게서자폐증이나타

날수 있다는보고가있다[16]. 또한 임부의불충분한비

타민 D 수준은신생아의저체중, 성장지연, 호흡기감염

을유발하여[17] 여성의비타민 D결핍은여성의신체적·

정신적건강뿐만아니라미래의한국인의건강상태와도

직결되므로여성의비타민 D결핍관리의중요성은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선행연구에따르면비타민 D수준은신체활동의영향

을받으며, 비만할경우비타민 D 결핍위험이증가한다

[18]. 또한 옥외활동 시간과 계절에 따라 비타민 D 결핍

을유발할수있으며[19] 사무직근로자의경우근로시간

이 비타민 D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20].이밖에도

우울과비타민 D는음의상관관계를보이는결과가보고

되어[21] 정신건강문제에따른비타민 D 결핍을고려할

필요가있다. 그러나비타민 D 결핍영향요인에대한연

구는 대부분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과 관련된 연구가 대

부분으로다양한관련요인을탐색하기에는제한이있다.

여성의비타민 D결핍위험이높고여성의비타민 D관리

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비타민 D

수준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확인하는연구는부족하며

한국 여성을 전체 표본으로 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한국여성의비타민 D 수준을확인하고관련요인

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국민의 비타민 D 관리에

대한 인식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질병관리본부에서수행한국민

건강영양조사 제5기 3차년도 자료[22]를 활용하여 한국

여성의비타민 D수준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파악하고

한국여성의비타민 D관리를위한기초자료를제시하고

자 하며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건강을

도모하기위한간호중재의근거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만 19

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혈중 비타민 D 결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

과 같다.

첫째, 한국 여성의 인구사회학적특성, 건강관련 특성

및 혈중 비타민 D 수준을 확인한다.

둘째, 한국 여성의 비타민 D 결핍군과 정상군에서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의 차이를 확인한다.

셋째, 한국여성의혈중비타민 D결핍에영향을미치

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연구는한국여성의혈중비타민 D 결핍관련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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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파악하고자국민건강영양조사원시자료를활용하여 2

차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한 국민건강영양조

사 제5기 3차년도 원시자료를 이용하였다. 제5차 3차년

도 조사에서는 10세 이상 전체 표본에서 비타민 D 혈액

검사가이루어졌다. 본연구의대상자는국민건강영양조

사 제5기 3차년도 자료의 만 19세 이상 여성 3629명 중

건강설문과 검진조사에 모두 응답한 240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질병관리본부 연구윤리심

의위원회승인을받아수행하였으며제5기 3차년도의승

인번호는 2012-01EXP-01-2C이다.

2.3 분석 항목 
2.3.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연령,

결혼 여부, 거주 지역, 주거형태, 경제활동 여부, 소득수

준, 교육수준을 포함하였고 혈중 비타민 D 결핍 여부에

따른차이를확인하였다. 연령은 ‘만19세에서 39세’, ‘40세

에서 64세’, ‘65세 이상’으로, 결혼여부는 ‘기혼’과 ‘미혼’으

로분류하였다. 거주지역은 ‘동’의행정구역을포함한도

시와 ‘읍 또는 면’을 포함한 농촌으로, 주거형태는 ‘일반

주택’과 ‘아파트’로 구분하였다. 경제활동은 ‘한다’와 ‘하

지않는다’, 소득수준은가구의소득사분위수에대한연

구 대상자의 응답을 ‘상, 중, 하’로 재분류하였다. 교육수

준은 ‘고졸’과 ‘대졸이상’으로 분류하였다.

2.3.2 건강관련 특성
건강관련 특성은 한 달간 음주 빈도, 흡연 경험, 신체

활동실천여부, 걷기실천여부와정신건강관련특성으

로스트레스인지율, 우울증상경험률, 자살생각률을포

함하였다. 신체활동 실천 기준은 가벼운 물건 나르기 등

의 직업 활동 및 체육활동, 천천히 하는 수영, 복식테니

스, 배구, 배드민턴, 탁구 등을 1회 30분 이상, 주5일이상

실천 여부이다. 걷기의 기준은 출퇴근, 등하교, 이동 및

운동 등을 포함하여 1회 30분이상, 주5일이상 실천 여부

이다. 스트레스인지율은 ‘스트레스를많이느낌’과 ‘스트

레스를적게느낌’으로구분하였고, 우울증상경험률은 ‘2

주이상연속되는우울감이있음’과 ‘2주이상연속되는우

울감이 없음’으로 구분하였다. 자살 생각률은 ‘자살 생각

해본 적 있음’과 ‘자살 생각해본 적 없음’으로 구분하였다.

신체계측 지표는 허리둘레와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를 이용하였다. 대한비만학회[23]의 허리둘

레로본복부비만의기준은여자의경우 85cm 이상을권

고한다는지침에따라 ‘85cm 미만’과 ‘85cm 이상’으로분

류하였다. 체질량지수는 신장계(seca 225, seca, Germany)

와 체중계(GL-6000-20, G-tech, Korea)로 측정한 결과

(kg/m2)를 사용하였으며, 체질량지수가 18.5미만은 ‘저체

중’, 18.5이상 25미만은 ‘정상’, 25이상은 ‘비만’으로 분류

하였다.

2.3.3 혈중 비타민 D
혈중 비타민 D는 25(OH)D 검사결과를 활용하였으며

혈중 비타민 D를 측정하기 위해 8시간 공복 후 채혈한

혈액을동결하여 24시간 이내에검사하였다. 검사방법은

방사면역측정법(Radioimmunoassay)을 이용하여감마카

운터(1470 WIZARD gamma-Counter (PerkinElmer

/Finland) 장비와 25-Hydroxyvitamin D 125I RIA

Kit(DiaSorin/U.S.A) 시약을 사용하였다. 비타민 D 결핍

수준에대한기준은우리나라에서는명확히결정된바가

없으며 기관과 연구에 따라 10ng/mL 에서 20ng/mL 이

하를결핍의기준으로제시하고있다[24, 25, 26]. 본연구

에서는 혈중 비타민 D 결핍 상태의 기준을 20ng/mL 미

만을 결핍 상태로 정의하였다[24].

2.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IBM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

며복합표본설계를적용하여분석하였다. 국민건강영양

조사는 다단계층화집락추출을 적용한 확률표본으로 우

리나라 전체 인구에 대한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복합

표본설계분석을적용할필요가있다. 복합표본설계분

석을 적용하기 위해 층화변수와 집락변수를 적용하였으

며건강설문및검진조사에해당하는가중치를적용하였

다. 연구대상자의특성은가중되지않은수와가중된퍼

센트,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비타민 D 결핍군

과 정상군에서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건강관련행위 및

비만지표의 차이를알아보기 위해 Chi-square test를 시

행하였고, 혈중 비타민 D 결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Logistic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한국 여성의 혈중 비타민 D 결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5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활용

360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7 Oct; 15(10): 357-366

3. 연구결과
3.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

상자의 평균 연령은 47.77(±15.85)세로 19∼39세는

42.6%, 40∼64세는 46.7%, 65세 이상은 10.7%의 분포를

보였으며기혼의비율이 78.0%로 높았다. 도시에거주하

는여성은 83.6%, 농촌에거주하는여성은 16.4%로 도시

의 거주 비율이 높았으며 주거 유형은 아파트 32.7% 보

다일반주택이 67.3%로 많았다. 경제활동을하는여성은

54.8%, 하지않는여성은 45.2%였으며가구소득수준은

중 57.2%, 상 29.9%, 하 12.9%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

준은 고졸 이하는 69.7%, 대졸 이상은 30.3%였다. 흡연

경험이 있는 여성은 15.4%, 흡연 경험이 없는 여성은

84.6%였으며, 한 달간 음주 횟수는 1회 미만이 51.1%로

가장 많았으며 1회에서 4회 미만이 37.2%, 4회 이상은

11.7%로 나타났다. 여성의 5.3%가 가벼운 직업 활동 및

운동을 포함한 신체활동을 하고 있었고, 걷기를 실천하

는 여성은 37.6%로 나타났다. 여성의 32.2%가 스트레스

를많이 느끼고있었고, 여성의 16.0%가 2주이상연속되

는 우울감을 경험하였으며,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

여성은 17.1%로 나타났다. 여성의 평균 체질량지수는

23.38(±3.62)으로 정상 63.5%, 비만 28.8%, 저체중 7.8%

순으로나타났다. 허리둘레는평균 78.08(±9.77)이었으며

21.9%의 여성이 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혈중

비타민 D 수준은 평균 16.07(±5.38)으로 Holick 등[24]의

기준에 따라 결핍은 81.4%, 정상은 18.6%로 나타났다.

3.2 비타민 D 결핍군과 정상군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의 차이

혈중비타민 D결핍군과정상군의인구사회학적특성,

건강관련특성을비교한결과는 <Table 2>와같다. 비타

민 D 결핍군과 정상군은 대상자의 연령(χ2=93300,

p=.000)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비타민 D 결핍

군에서 19∼39세 미만(88.0%)이 65세 이상(62.2%)에 비

해 높게 나타났다. 결혼 여부(χ2=45.080, p=.000)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비타민 D 결핍군에서 미혼

(91.4%)이 기혼(78.6%)보다 높았다. 또한 거주 지역(χ2

=40.691, p=.001)과 주거유형(χ2=12.083, p=.025)에 따른

비타민 D결핍은유의한차이가있었으며도시(83.7%)가

농촌(70.0%)에 비해, 아파트(85.4%)가 일반 주택(79.5%)

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χ2=27.589, p=.000)과

교육수준(χ2=22.826, p=.000)에 따라비타민 D 결핍은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준이

‘상’(85.2%)인 경우가 ‘하’(71.4%)인 경우 보다 높았으며,

대졸 이상(87.2%)이 고졸 이하(78.9%)보다 높았다. 스트

레스 인지율(χ2=9.285, p=.024)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비타민 D 결핍군에서 스트레스를 많이느끼는

여성은 84.9%로 적게 느끼는 79.8%보다 높았다. 경제활

동여부, 흡연경험, 음주빈도, 중등도신체활동실천, 걷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403, N=14,480,000)

Variables Categories
n

(weighted %)
M
(SD)

Age
19-39 832(42.6)

47.77
(15.85)

40-64 1,151(46.7)
≥65 420(10.7)

Marital status
Single 379(22.0)
Married 2,024(78.0)

Region
Urban 1,985(83.6)
Rural 418(16.4)

Type of
residence

Apartment 1,198(32.7)
General house 1,205(67.3)

Occupation
Yes 1,229(54.8)
No 1,174(45.2)

Family income

Low 371(12.9)
Moderate 1,288(57.2)

High 744(29.9)

Education level
High school graduate 1,679(69.7)
Bachelor 724(30.3)

Smoking
Yes 282(15.4)
No 2,121(84.6)

Alcohol use
(time/month)

1> 1,295(51.1)
1≤Alcohol use<4 868(37.2)
4≤ 240(11.7)

Physical
activity

Yes 128( 5.3)
No 2,275(94.7)

Walking
Yes 895(37.6)
No 1,508(62.4)

Stress
More 723(32.2)
Less 1,680(67.8)

Melancholy
Yes 385(16.0)
No 2,018(84.0)

Suicidal
ideation

Yes 403(17.1)
No 2,000(82.9)

Body mass
index

18.5> 146( 7.8)
23.38
(3.62)

18.5≤BMI<25 1,558(63.5)
25≤ 699(28.8)

Waist
circumference

85cm> 1,849(78.1) 78.08
(9.77)85cm≤ 554(21.9)

Vitamin D
20ng/mL≥ 1,918(81.4) 16.07

(5.38)20ng/m< 485(18.6)



The Factors Affecting Serum Vitamin D Deficiency in Korean women: Using KNHANES 2012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361

기 실천, 우울증상 경험률, 자살 생각률, 체질량지수, 허

리둘레에 따른 비타민 D 결핍 여부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3.3 비타민 D 결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타민 D 결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는 <Table 3>과같다. 비타민 D 결핍의영향요인을밝히

기 위해 logistic regression을 수행하였으며 모형은

p<.05로 유의하였다. 연령의경우 65세 이상의집단보다

40∼64세의 집단이 비타민 D 결핍 발생 위험이 2.034배

높았으며(95% CI 1.388-2.981) 19∼39세 집단은 2.511배

높았다(95% CI 1.539-4.099). 결혼 여부는 기혼에 비해

미혼인 경우가비타민 D 결핍 발생위험이 2.116배 높았

으며(95% CI 1.138-3.933), 거주 지역이 도시인 경우 농

촌에 비해 1.964배 결핍 위험이 높았다(95% CI

1.162-3.318). 걷기를 실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천하는

경우에 비해 1.568배 비타민 D 결핍 위험이 증가하였다

(95% CI 1.219-2.017).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경우는

적게 느끼는 경우 보다 1.568배 위험이 증가하였다(95%

CI 1.219-2.017).

<Table 2> Difference in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vitamin D deficiency and normal group 
(n=2,403, N=14480000)

Variables Categories
20ng/mL≥ 20ng/m＜

χ2 p
n(weighted %) n(weighted %)

Age
19-39 731(88.0) 101(12.0)

93.300 .000*40-64 922(79.9) 229(20.1)
≥65 265(62.2) 155(37.8)

Marital status
Single 346(91.4) 33( 8.6)

45.080 .000*
Married 1,572(78.6) 452(21.4)

Region
Urban 1,621(83.7) 364(16.3)

40.691 .001*
Rural 297(70.0) 121(30.0)

Type of residence
Apartment 997(85.4) 201(14.6)

12.083 .025*
General house 921(79.5) 284(20.5)

Occupation
Yes 1,001(82.4) 228(17.6)

1.664 .287
No 917(80.3) 257(19.7)

Family income
Low 257(71.4) 114(28.6)

27.589 .000*Moderate 1,043(81.7) 245(18.3)
High 618(85.2) 126(14.8)

Education level
High school graduate 1,291(78.9) 388(21.1)

22.826 .000*
Bachelor 627(87.2) 97(12.8)

Smoking
Yes 230(82.5) 52(17.5)

.317 .643
No 1,688(81.2) 433(18.8)

Alcohol use
(time/month)

1> 1,014(79.7) 281(20.3)
5.397 .1201≤Alcohol use<4 713(83.6) 155(16.4)

4≤ 191(82.1) 49(17.9)

Physical activity
No 1,811(81.2) 464(18.8)

.976 .456
Yes 107(84.7) 21(15.3)

Walking
No 1,216(82.7) 292(17.3)

4.379 .093
Yes 702(79.3) 193(20.7)

Stress
More 607(84.9) 116(15.1)

9.285 .024*
Less 1,311(79.8) 369(20.2)

Melancholy
Yes 297(79.4) 88(20.6)

1.264 .305
No 1,621(81.8) 397(18.2)

Suicidal ideation
Yes 310(78.5) 93(21.5)

2.784 .156
No 16.8(82.0) 392(18.0)

Body mass index
18.5> 125(87.3) 21(12.7)

.073 .82818.5≤BMI<25 1,232(80.9) 326(19.1)
25≤ 561(81.1) 138(18.9)

Waist circumference
85> 1,493(82.0) 356(18.0)

1.948 .212
85≤ 425(79.3) 129(20.7)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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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연구는국민건강영양조사원시자료를이용하여한

국여성의혈중비타민 D 수준과인구사회학적특성, 건

강관련 특성을 파악하고 혈중 비타민 D 결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한국 여성의 비타민 D 결핍률은

81.4%로 나타났다. 성인여성을대상으로한선행연구에

서의 비타민 D 결핍률은 77.6%였으며[27] 폐경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타민D 결핍률은 76.1%로 보고

된 바 있다[2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5년간 비타

민 D결핍으로진료를받은환자가연평균 77.9% 증가하

였으며총진료비는 2010년약 3억원에서 2014년약 16억

원으로 5년간 연평균 52.8%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여[29]

비타민 D 결핍을예방하고관리하기위한국가적접근과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명확한 비타

민 D 결핍의 진단과예방 및중재를 위해서는 비타민 D

결핍 기준을 결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겠다. 비

타민 D 결핍을진단하는기준은연구마다다르게쓰이고

있는데 이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비타민 D 결핍 기준이

명확히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학협회[30]는

혈중비타민 D의수준을 12ng/mL 이하를결핍으로정의

<Table 3> Factor associated with vitamin D deficiency
Variables Categories OR 95% CI p

Age
19-39 2.511 1.539-4.099

.000*40-64 2.034 1.388-2.981
≥65 1

Marital status
Single 2.116 1.138-3.933

.018*
Married 1

Region
Urban 1.964 1.162-3.318

.012*
Rural 1

Type of residence
Apartment 1.205 0.814-1.784

.349
General house 1

Occupation
Yes 1.014 0.758-1.356

.927
No 1

Family income
High 1.131 0.717-1.784

.710Moderate 0.992 0.668-1.474
Low 1

Education level
Bachelor 1.139 0.789-1.644

.485
High school graduate 1

Smoking
No 1.139 0.769-1.687

.515
Yes 1

Alcohol use
(time/month)

1> 1.036 0.688-1.559
.8921≤Alcohol use<4 1.088 0.726-1.630

4≤ 1

Physical activity
No 0.648 0.315-1.334

.237
Yes 1

Walking
No 1.568 1.219-2.017

.001*
Yes 1

Stress
More 1.509 1.066-2.136

.021*
Less 1

Melancholy
Yes 0.965 0.646-1.441

.862
No 1

Suicidal ideation
Yes 0.708 0.486-1.031

.072
No 1

Body mass index
18.5> 1.301 0.613-2.763

.87418.5≤BMI<25 1.048 0.583-1.884
25≤ 1

Waist circumference
85> 1.014 0.666-1.546

.947
85≤ 1

R2=.068(Cox & Snell), .111(Negelkerke), .074(McFadden), p=.000*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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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26]는 10ng/mL이하, Holick

등[24]은 20ng/mL 이하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이루어지고있는비타민 D관련연구를바탕으로우리나

라의 실정과 우리나라 국민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이 제

시되어야 하겠다.

본연구에서비타민 D 결핍은연령에따라유의한차

이를보였으며 65세이상여성보다 40∼64세 여성이 2배

가량 비타민 D 결핍 위험이 높았으며 19∼39세 여성은

2.5배가량 결핍 위험이 높았다.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노인보다 노인이 아닌 여성이 비타민 D

수준이 낮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28] 50

대 미만의 여성이 70대 이상 여성보다 비타민 D 수준이

낮고연령에따라통계적으로유의하여[31] 본연구결과

를지지한다. 또한비타민 D부족군, 불충분군, 충분군중

비타민 D부족군의평균연령이가장낮다[32]는 연구결

과도 본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비타민 D가일차적으로태양에노출된뒤합성된다는점

을고려할때경제활동이가능한비교적젊은나이의여

성대부분이일조시간에실내에서생활하여태양에노출

되는 시간이 적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

다. 따라서연령대별비타민 D 결핍에영향을미치는요

인을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연령에 따른 생활양식을 고

려하여 비타민 D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비타민 D 결핍률은 결혼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미혼여성이기혼여성보다약 2배가량결핍위

험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앞서비타민 D 결핍의

영향요인으로 밝혀진 연령과 비슷한 맥락으로 미혼여성

이 비교적 낮은 연령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비타민 D 결핍을 예방하기 위한 중재

시미혼의젊은여성에게보다관심을가지는것이필요

하다.

거주 지역에 따라 비타민 D 결핍률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

보다 결핍 위험이 약 2배가량 높은 결과를 보였다. 나은

희 등[33]의 연구에서는 전국 13개 도시를 비교한 결과

비타민 D결핍비율이서울, 경기지역이높고부산, 울산,

창원, 제주지역이 낮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거주 지역

에 따른 차이는 일조시간과 영양섭취를 포함한 지역의

생활양식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비

타민 D 결핍관련예방및 중재시해당지역 여성의 생

활양식을 바탕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비타민 D 결핍은 걷기를 실천하는 경우에 비해 실천

하지 않는 경우 그 위험이 약 1.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신체활동 수준이 높다는 것은 야외 활동이 증가

하고 그에 따라 일조시간이 증가하여 비타민 D 합성에

도움을주는것과관계가있음을배제할수없을것이라

판단된다. 신체활동의증가는좌식행동을줄이고대사적

건강상태를결정지을수있다[34]. 또한 근감소증을지연

시키고골다공증을예방할수있으며야외활동의증가로

햇볕에 노출되는 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다[19, 35]. 따라

서비타민 D 결핍예방을위해걷기를권장할수있겠다.

그러나 운동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우울, 관

절가동범위, 주관적건강상태, 통증이포함된다는것을

고려할때[36] 본연구결과에서직업과관련하여가벼운

신체활동을하거나운동을꾸준히실천하는여성은 5.3%

에불과하였고, 이와같은결과에는직업활동을하지않

거나 꾸준한 운동을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있는 경우,

노화로 인해 운동 자체가 근골격계에 무리가 되어 운동

을할수있는능력이부족한경우도포함되어있기때문

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여성들이 대체적으로 노화

에 대한 관심과 인식 높다는 결과에 따라[37] 노화에 따

른건강관리의중요성을강조하되연령대와상황에맞는

적절한 신체활동을 권장함으로써 비타민 D 결핍을 예방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비타민 D 결핍은 스트레스를 적게 느끼는 경우에 비

해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경우 그 위험이 약 1.5배 증

가하였다. 스트레스와 비타민 D 수준을 비교한 연구는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스트레스호르몬이라 일

컬어지는코티솔이 혈중 비타민 D와의 상관관계를 보인

다는 연구가 보고된 바 있어[38]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한다. 따라서 스트레스와 혈중 비타민 D의 관련성을 확

인하는추후연구가필요하며비타민 D 결핍예방및중

재에 있어 여성의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심리사회적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결과를종합해볼때비타민 D 결핍에영향을

주는요인에대한분석결과비타민 D 결핍의예방과중

재는복합적인요인이영향을미치고여성의생활양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비타민 D

관련중재시여성의연령을바탕으로거주지역과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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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및 건강관련 행위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

하겠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복합표본 설계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연구 결과를 한국 여성에 일

반화할수있다는점에서의의가 있다. 그러나비타민 D

결핍의영향요인을확인하기위해사용한변수로비타민

D섭취경로로밝혀진햇볕에노출되는시간과식이를통

한섭취를고려하지못한점이본연구의제한점이라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비타민 D 영향요인으로

태양 노출 시간, 영양섭취 및 생리적 지표 등 다양한 변

수를사용한다면연구결과를보다폭넓게분석할수있

을것이다. 또한본연구의결과에따라여성의생애주기

에따른비타민 D 결핍요인에대해관심을가지고이에

대한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연구는한국여성의혈중비타민 D 수준과비타민

D 결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한국 여성의

비타민 D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지역사회에

서여성의건강증진을위한근거로활용하고자수행되었

다. 본 연구는 제5기 국민건강영양조사 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만 19세 이상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관련특성과혈청비타민 D수준을확인하였으며복

합표본 설계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비타민

D결핍군과정상군은연령, 결혼여부, 거주지역, 주거유

형, 소득수준, 교육수준, 스트레스 인지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비타민 D 결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연령, 결혼 여부, 거주 지역, 걷기실천 여부,

스트레스 인지율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타민 D 결핍에

대한중재로연령과상황에맞는적절한걷기운동을격

려하고 스트레스 완화 중재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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