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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인에서 신체활동 및 좌식시간과 혈중 비타민 D와의
연관성: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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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ions of Physical Activity and Sitting Time with Serum Vitamin D Status in Korean Adults:
Results from the 2014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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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Recent evidence has repor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25-hydroxyvitamin D (25[OH]D) insufficiency and chronic diseases. This study
examined the association of physical activity and sitting time with vitamin D status.
Methods: This study analyzed the data of 1,598 adults aged ≥19 who participated in the 2014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Vitamin D insufficiency was defined as a serum 25(OH)D level of ≤20 ng/mL. The odds ratio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of vitamin D insufficiency
according to physical activity and sitting time were calculated using a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mean levels of serum 25(OH)D were 16.5 ng/mL in males and 15.2 ng/mL in females, respectively and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participants with sitting times of <5 hours/day than those with sitting times of ≥5 hours/day. After adjusting for confounding variables, sitting time
of <5 hours/day was associated with decreased odds of vitamin D insufficiency as compared with sitting time of ≥5 hours/day in the total
participants and females. In addition, the odds ratio for vitamin D insufficiency was significantly lower in the group with sitting times of <5 hours/
day than in the group with sitting times of ≥5 hours/day even among people with low physical activity in the total participants and females.
Conclusion: Serum 25(OH)D level was insufficient in the Korean adults and shorter sitting time was related to lower odds ratio of vitamin D insufficiency.
Our findings suggest that sitting time is an independent factor of serum vitamin D status.
Keywords: 25-Hydroxyvitamin D; Vitamin D; Physical Activity; Sitting Time; Korean

질환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4-8) 이렇듯

서론

체내 비타민 D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그 양이 부족하다는 여러 연구
1-3)

최근 전 세계적으로 체내 비타민 D 부족 현상이 주목받고 있다.

결과로 인해 의학계뿐 아니라 방송, 신문과 같은 미디어와 환자 개개

과거에는 비타민 D가 주로 칼슘과 관련하여 뼈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의 관심도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9) 이러한 부족의 원인은 현대

알려져 골 건강과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체내의

이전에 야외에서 주를 했던 생활방식으로 비타민 D를 자외선을 통

여러 세포에서 비타민 D 수용체가 발견되면서 당뇨병과 암 등 만성

해 보충할 수 있었으나, 현대로 들어온 후 생활양식 변화로 실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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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져 그 양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10) 또한

192개, 3년간 572개를 추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10세 이상을 대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보다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상으로 25(OH)D와 일중 좌식시간이 함께 조사된 2014년도 결과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이용하였고 해당 대상자 수는 7,550명이었다. 이 중 19세 미만인

에 따르면, 비타민 D 결핍 환자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4년

1,574명과 상기 항목 무응답자 4,378명을 제외한 1,598명(남성 728명,

간 3.8배 증가하였고, 그 수는 1만 8,700여 명에서 9만여 명으로 연

여성 870명)이 본 연구의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11-14)

그 부족이 심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평균 48.1% 증가하였다.

15)

비타민 D는 식품으로 섭취되는 양은 많지 않으며, 대부분 피부를

2. 조사 변수

통해 290–315 nm 파장의 자외선을 받아 만들어진다. 간으로 이동

조사 변수로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변수, 교육수준, 소득수준

된 비타민 D 는 비활성 형태로 신장으 로 이동 후 활성형인

등 사회경제적 지표, 흡연 여부, 음주 여부 등 건강행태관련 변수 및

1,25-dihydroxyvitamin D3가 된다. 체내 비타민 D는 반감기가 길어 안

신체계측을 통한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를 고려하였다. 흡연 여부

정적인 저장형 25-hydroxyvitamin D (25[OH]D)로 측정하게 된다.17-21)

는 현재 흡연 여부에 따라, 음주 여부는 음주 경험 여부에 분류하였

체내 25(OH)D의 적정수준은 대부분 연구에서 20–30 ng/mL를 제시

으며, 교육수준은 졸업 기준으로 초등학교 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 25(OH)D 농도가 10 ng/mL 이

대학교 이상의 네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소득수준은 연평균 가구

하인 경우를 결핍, 20 ng/mL 이하인 경우를 부족으로 정의하고 있

총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사분위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신장은

으나 국내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1,22-26)

0.1 cm, 체중은 0.1 kg 단위로 계측하였으며, 체질량지수는 체중

16)

신체활동은 체내 25(OH)D의 수치와 그 조절에 있어 중요한 역할

(kg)/신장(m)2 으로 계산하였다.

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25(OH)D와
신체활동량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국민건강영양조
사 자료를 이용한 연구는 더욱 드물다. 2009–2013년 자료를 이용하

3. 신체활동과 좌식시간의 정의

신체활동 상태는 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에 근

27)

여 한국인의 신체활동과 25(OH)D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 결과,

거하였고, 일과 관련된 신체활동과 여가를 통한 신체활동을 모두

국내 성인들의 25(OH)D가 부족한 상태임을 확인하였고 신체활동

포함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2014년도 자료의 설문방식에

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25(OH)D 수준이 높았다. 그러나 TV 시청이

따라 직접기입으로 이루어졌으며, 고강도(high), 중강도(intermediate)

나 스마트폰의 사용량 증가 등 현대인들의 생활습관 변화로 일과

신체활동을 구분하였으며 이 외는 저강도(low) 신체활동으로 분류

중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음이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하였다. 신체활동 실천 기준은 2013년도 해당 설문의 신체활동 실천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토대로 한국 성인에서 신체활동 및 좌

율 기준에 따랐다. 일과 관련된 고강도 신체활동은 무거운 것을 들

식시간과 혈중 비타민 D 상태와의 관련성을 조사해 보고자 하였다.

어 올리거나 나르는 일(약 20 kg 이상), 땅파기, 건설 현장에서의 노
동, 계단으로 물건 나르기 등을 포함하였고, 중강도 신체활동은 빠
르게 걷기(일하는 중에), 가벼운 물건 나르기, 청소, 육아(목욕시키

방법

기, 아이 안아주기 등) 등을 포함하였다. 여가와 관련된 신체활동은
1. 연구 대상

일과 관련된 신체활동을 제외한 스포츠, 운동에 대하여, 고강도 신

본 연구는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Korea National Health and

체활동은 달리기, 줄넘기, 등산, 농구 시합, 수영, 배드민턴 등을 포

Nutrition Examination Survey)의 2차년도인 2014년도 자료를 이용하

함하였고, 중강도 신체활동은 빠르게 걷기, 가볍게 뛰기(조깅), 웨이

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보건 정책 수립 및 사업 평가의 자료로

트 트레이닝(근력 운동), 골프, 댄스스포츠, 필라테스 등을 포함하

활용되며, 1998년부터 2005년까지 3년 주기로, 이후 2007년부터는

였다.28) 고강도 신체활동의 시간 기준은 1주간 1일 20분 이상 주 3

매년 국민의 건강 행태를 파악하고 보건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

회, 중강도 신체활동은 1주간 1일 30분 이상 주 5회 실천 여부로 분

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사되고 있다.

류하였다.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목표 모집단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평균 좌식시간의 경우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생활 중 1주간

국민으로 양로원, 군대, 교도소 등에 입소한 자와 외국인 등은 제외

앉아서 또는 누워서 보낸 시간을 하루 평균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되었으며 행정구역, 지역, 주거 유형 분포를 고려하여 조사 지역을

정의하였으며, 직장과 집 등 장소에 관계없이 5시간 이상과 5시간

할당하고 선정하여 대표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총 조사구는 연간

미만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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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중, 고강도에 해당하는 군, 좌식시간이 5시간 이상이면서 신체

4. 25(OH)D의 측정

25(OH)D는 1470WIZARD gamma-Counter (PerkinElmer, Turku,

활동이 저강도 또는 중, 고강도에 해당하는 군, 총 네 군으로 구분

Finland)를 이용하여 방사면역측정법(radioimmunoassay)으로 측정하

하였다(중강도와 고강도 신체활동을 시행하는 대상자 수가 적어 두

였으며, 시약은 25-Hydroxyvitamin D 125I RIA Kit (DiaSorin ,

군을 하나로 통합하였다). 신체활동 저강도 군과 좌식시간이 5시간

Stillwater, MN, USA)를 이용하였다. 비타민 D 부족의 기준은 세계

이상인 군을 참고 군으로 하여 각 군의 비타민 D 부족에 대한 오즈

보건기구 기준으로 그 농도가 20 ng/mL 이하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비와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 모든 결과는 P<0.05 수준일 경우
통계학적인 유의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였다.

5. 통계 분석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서 제시한 표본가중치를 적

결과

용하여 IBM SPSS Statistics ver. 21.0 (IBM Co., Armonk, NY, USA)으
로 분석하였다. 연속형 변수는 평균±표준오차, 범주형 변수는 백분

Table 1은 연구 대상자들의 성별에 따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남

율(표준오차)로 표기하였다. 연속형 변수는 독립 t 검정 혹은 분산

성은 총 728명, 여성은 총 870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남성 40.4세,

분석을 이용하여, 범주형 변수는 카이제곱검정을 이용하여 비교하

여성 41.4세였다. 신장, 체중 및 체질량지수 모두 남성이 높았으며,

였다. 신체활동 및 좌식시간과 혈중 25(OH)D 상태와의 관련성을 살

평균 체질량지수는 남성, 여성 모두 대한비만학회 기준 과체중 이상

펴보기 위해 다변량 로지스틱(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

으로 분류되었다(P<0.001). 평균 혈중 25(OH)D 농도는 남성 16.5 ng/

시하였으며, 성별, 연령, 체질량지수, 흡연, 음주, 교육력, 소득수준

mL, 여성 15.2 ng/mL로 모두 부족에 해당하였다. 신체활동은 저강

을 보정한 후 오즈비(odds ratio)와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s)

도 군이 남성 88.0%, 여성 92.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P<0.05),

을 산출하였다. 신체활동과 좌식시간의 조합에 따른 25(OH)D 상태

평균 좌식시간은 남성 8.0시간, 여성 7.6시간이었다(P=0.035). 흡연과

를 알아보기 위해 좌식시간이 5시간 미만이면서 신체활동 저강도

음주력 모두 남성의 비율이 높았으며(P<0.001), 교육수준은 남성에서
높았다(P=0.004). 소득수준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Characteristic

Male
(n=728)

Female
(n=870)

Table 2 는 성별에 따라 신체활동 및 좌식시간에 따른 평균
P-value

25(OH)D 농도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군에서 평균 혈중 25(OH)D 농

40.4±0.6

41.4±0.5

0.438

도는 20 ng/mL 미만으로, 부족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인

Height (cm)

171.6±0.3

158.8±0.3

<0.001

Weight (kg)

71.9±0.5

58.3±0.4

<0.001

원 및 남성, 여성에서 평균 25(OH)D 값은 신체활동 강도에 따라 유

Body mass index (kg/m2)

24.4±0.2

23.0±0.2

<0.001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평균 좌식시간에 따른 25(OH)D 수치는

25-hydroxyvitamin D (ng/mL)

16.5±0.3

15.2±0.3

<0.001

전체 인원 및 남성, 여성 모두에서 평균 좌식시간이 5시간 미만일

Age (y)

Physical activity
Low

0.01
88.0 (1.5)

92.2 (1.0)

Intermediate

5.0 (1.0)

4.7 (0.8)

High

7.0 (1.1)

3.1 (0.6)

Sitting time (h/day)

Table 2. Mean serum 25-hydroxyvitamin D level (ng/mL) according to
physical activity and sitting time

8.0±0.2

7.6±0.2

0.035

Current smoker

74.6 (2.2)

13.3 (1.5)

<0.001

Alcohol drinkera

96.6 (0.7)

89.1 (1.0)

<0.001

Education

Variable

0.004

≤Elementary school

7.6 (1.1)

13.0 (1.2)

Middle school

7.7 (1.1)

9.9 (1.2)

High school

45.0 (2.2)

40.3 (1.9)

≥College

39.6 (2.3)

36.8 (1.9)

Household income
24.3 (2.1)

28.0 (2.1)

2nd quartile

26.8 (2.1)

27.0 (1.8)

3rd quartile

26.0 (2.1)

23.3 (1.7)

4th quartile

22.9 (2.0)

21.7 (1.9)

Korean J Fam Pract. 2020;10(2):123-128

Female

Low

15.9±0.3

16.4±0.4

15.2±0.3

Intermediate

16.7±0.7

16.8±1.0

16.6±0.8

High

16.5±0.9

17.6±1.1

13.5±1.1

0.843

0.299

0.094

<5

17.1±0.4

17.5±0.6

16.6±0.6

≥5

15.6±0.3

16.2±0.4

14.8±0.3

0.001

0.04

0.006

Sitting time (h/day)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error (SE) or percentage (SE).
Alcohol drinkers were defined as individuals who have ever drunk alcohol in
their lifetime.
P-values were obtained using independent t-test or chi-square test.

a

Male

P-value

0.403

1st quartile

Total

Physical activitya

P-value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error.
Physical activity was classified into low, intermediate, high and included either
working or leisure time. The time standard for high class was based on three
times a week for over 20 minutes a day, and for intermediate class based on five
times a week for over 30minutes a day. Low intense class included neither intermediate intense nor high intense.
P-values were obtained using analysis of variance (ANOVA) or independent t-tes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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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유의하게 높았다(P<0.05).

족 수준임을 확인하였고, 그 절대값은 신체활동량이 많을수록 높

Table 3는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로, 신체활동 및 좌식시

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고강도 신체활동군에서 오히

간에 따른 비타민 D 부족(25[OH]D<20 ng/mL)의 오즈비 및 95% 신

려 25(OH)D 수치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여성에서 일과 관련된 고

뢰구간을 보여주고 있다. 보정 변수로는 연령, 성별, 체질량지수, 흡

강도 신체활동보다는 여가에 의한 고강도 신체활동이 많을 것으로

연 여부, 음주 여부,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을 고려하였다. 전체 성인

예상되며 피부색에 민감한 경우가 많아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사용

및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신체활동량에 따른 혈중 25(OH)D 부족은

하거나 실내에서 진행되는 활동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원인일

저강도 군에 비해 중, 고강도 군에서 오즈비가 낮았지만, 통계적으

것으로 보인다.29,30)

로 의미가 없었다. 평균 좌식시간의 경우 좌식시간이 5시간 이상인

또한 좌식시간이 짧은 경우 성별에 관계없이 25(OH)D 수치가 높

군에 비해 5시간 미만인 군에서 혈중 25(OH)D 부족의 오즈비가 낮

았으나, 혼란변수를 보정한 후 신체활동과 좌식시간과 혈중 25(OH)

았고, 특히 전체 성인(오즈비 0.66, 95% 신뢰구간 0.47–0.94) 및 여성

D 상태와의 관련성을 확인하였을 때는 신체활동량은 관련을 보이

(0.49, 0.28–0.85) 에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지 않았으나 좌식시간은 전체 성인과 여성에서 비타민 D 부족과 관

신체활동량과 좌식시간의 조합에 따른 비타민 D 부족의 오즈를

련을 보였으며, 신체활동과 좌식시간의 조합을 적용하였을 때에도

살펴본 분석에서는(Table 3) 전체 성인 및 여성에서 조합 네 군에 대

좌식시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신체활동량과 좌식시

한 오즈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전체 성인 및 여성에서 저

간의 조합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저강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서만

강도 신체활동을 하면서 좌식시간이 5시간 이상인 군에 비하여 저

좌식시간이 5시간 이상인 군에 비하여 좌식시간이 5시간 미만일 경

강도 신체활동을 하면서 좌식시간이 5시간 미만인 군에서 비타민

우 25(OH)D 수치가 높은 것과 관련되어, 체내 25(OH)D 상태는 신

D가 부족할 오즈비가 유의하게 낮았다(전체 성인: 0.69, 0.48–0.99;

체활동량 차이보다는 좌식시간의 차이와 관련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성: 0.50, 0.28–0.88).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이전의 Ahn 등27)의 연구 결과와 비슷하게 여전히
국내 성인의 체내 25(OH)D가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신체

고찰

활동량과 관련하여 체내 25(OH)D 농도의 변화를 재확인할 수 있었
본 연구에서는 신체활동량이 적을수록, 좌식시간이 길수록 체내

다. 더불어 좌식시간이라는 개별 변수에서도 체내 25(OH)D와의 관

25(OH)D 수치가 낮을 것이라는 가설 하에 19세 이상 성인 표본에서

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좌식시간이 5시간

성별과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은 집단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미만인 경우 고강도 신체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비타민 D가 부족할

결과 우리나라 성인의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여전히 WHO 기준 부

위험이 낮은 것과 관련되었는데, 이는 일 또는 여가와 관련된 신체

Table 3. Adjusted OR (95% CI) of 25-hydroxyvitamin D insufficiency according to physical activity and sitting time
Variable

OR (95% CI)a
Total

Male

Female

Physical activity
Low
Intermediate or high
P-valu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0.86 (0.55–1.34)

0.78 (0.44–1.40)

0.92 (0.44–1.89)

0.492

0.401

0.812

0.66 (0.47–0.94)

0.763 (0.45–1.29)

0.49 (0.28–0.85)

Sitting time (h/day)
<5
≥5
P-valu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0.021

0.312

0.011

0.69 (0.48–0.99)

0.81 (0.48–1.38)

0.50 (0.28–0.88)

Physical activity & sitting time (h/day)
Low & <5
Low & ≥5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Intermediate or high & <5

0.40 (0.16–1.00)

0.35 (0.11–1.08)

0.36 (0.06–2.16)

Intermediate or high & ≥5

0.94 (0.55–1.61)

0.88 (0.43–1.77)

0.99 (0.46–2.15)

0.03

0.337

0.014

P-value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a
Obtained by using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fter adjusting for age, sex, body mass index, smoking status, alcohol consumption, education, and household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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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 반드시 햇볕을 쬐는 야외 활동을 포함한 것이 아니며, 신체

하였다. 비타민 D의 부족은 혈중 25-hydroxyvitamin D (25[OH]D) 농

활동과 상관없이 좌식시간이 적을 때 나머지 시간을 실외에서 보냈

도가 20 ng/mL 이하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

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는 19세 이상의 성인에서

석을 사용하여 혼란변수를 보정한 후 신체활동 및 좌식시간에 따른

신체활동 강도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생활하는 틈틈이 좌식시간을

혈중 비타민 D 부족의 오즈비와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

줄이는 것만으로도 25(OH)D 수치를 높이는 것과 관련될 수도 있음

결과: 한국 성인의 혈중 25(OH)D 농도는 전체 성인 및 남성과 여성

을 시사한다.

모두에서 20 ng/mL 미만으로 부족에 해당하였으며, 평균 좌식시간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같은 제6기 자료임에도 매년 신체활동

이 5시간 미만일 경우 5시간 이상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혼란변

설문 문항이 다르고, 좌식시간이 함께 조사된 연도가 2014년의 1개

수를 보정한 회귀분석에서도 5시간 이상의 좌식시간에 비하여 5시

년도 결과밖에 없었고, 해당 대상자는 총 7,550명이었으나 19세 미만

간 미만의 좌식시간은 비타민 D 부족의 오즈를 낮추는 것과 관련되

과 무응답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 연구에 적용된 대상자의 수가

었다. 신체활동량과 좌식시간의 조합 군에서는 신체활동이 낮은 전

적다는 것이 있다. 또한 신체활동의 항목에 일과 여가 모두를 포함

체 성인 및 여성에서 좌식시간이 5시간 이상인 군에 비하여 5시간

하여 여가활동 자체의 영향 여부, 저강도, 중, 고강도 두 군으로 분

미만인 군에서 비타민 D가 부족할 오즈비가 유의하게 낮았다.

류하여 두 군 사이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고, 하루 평균을 계산한

결론: 한국 성인의 체내 25(OH)D 농도는 부족한 수준이며, 짧은 좌

좌식시간으로 해당 시간 동안에 실제로 25(OH)D 생성과 관련된 자

식시간은 비타민 D 부족의 오즈를 낮추는 것과 관련되었다. 본 연

외선 노출, 즉 야외 활동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 또한

구를 통해 좌식시간이 혈중 25(OH)D 부족의 독립적인 관련 인자임

보정 오즈비를 확인한 결과에서 세계보건기구의 25(OH)D 부족 기

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

준인 20 ng/mL 미만으로 결과를 도출하였으나, 결핍 기준인 10 ng/

다.

mL 미만 군을 나누지 않아 신체활동, 좌식시간 변수와 결핍 군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향후 결핍 군을 포함하여 연구 대상의 직

중심단어: 25-Hydroxyvitamin D; 비타민 D; 신체활동; 좌식시간; 한

업, 실제 야외활동 강도 및 시간과 자외선 차단제 사용 여부를 고려

국인

하고, 총 신체활동의 강도 군과 좌식시간을 세분화한 추가적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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