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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동이 노쇠노인의 혈중 비타민 D 수준과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  

진영윤, 강현식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과

서 론 

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다른 연령층

보다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1], 특히 우리나라

의 고령화 현상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2]. 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는 웰빙(well-bing)의 감소와 노쇠

(frailty) 수준의 증가[3]와 관련되어 있지만 개인의 건강과 기능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4].

노쇠는 보행, 이동, 균형, 근력, 인지기능, 영양, 지구력 그리고 신체활

동과 같이 다양한 신체적 기능저하[5]와, 낙상, 장애, 장기요양, 입원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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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a Combined Exercise Training on Serum Vitamin D Level and 
Cognitive Function in Frail Elderly Persons
Young-Yun Jin, Hyun-Sik Kang 
College of Sport Science, Sungkyunkwan University, Suwo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 combined exercise training on serum vitamin D level and cogni-
tive function in frail elderly persons. 

METHODS: A total of 25 elderly persons aged 79.6±3.8 years were voluntarily recruited from local community centers in S city of 
Gyeonggi-Do. The exercise group (n=12) underwent a combined exercise intervention consisting of outdoor walking and resistance 
exercise using a Thera band, which was performed at an intensity of 40-50% of age-based target heart rates with duration of 60-min-
ute per session and frequency of 2 days per week for 24 weeks. The control group (n=13) was asked to maintain their sedentary life 
styles. Two-way ANOVAs with repeated measures were used to test significant time by group interactions for measured variables at 
α=.05. 

RESULT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Significant group by time interactions were found for %body fat (p=.014), lean 
body mass (p=.036), cognitive function (p<.001), and serum vitamin D (p<.001); the exercise group had significant improvements in 
those variables, a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2) Pearson correlation analyses showed that changed serum vitamin D level was sig-
nificantly and positively association with changed cognitive function (r=.664, p<.001).

CONCLUSIONS: In summary, the current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 that participating in a combined exercise consisting of outdoor 
walking and resistance exercise provides a safe and effective means against cognitive decline and vitamin D deficiency with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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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6]. 특히 나이가 증

가함과 동시에 근육 및 근력의 감소는 신체적 기능을 저하시켜 독립적

인 생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7], 신체활동량의 감소는 최대산소

섭취량, 근력 그리고 피로감 등 노쇠 위험요인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한편, 관찰연구에서는 혈중 비타민 D 농도와 신체적 수행능력과의 

임상적 관계에 대해 많은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그 예로, 알츠

하이머 치매를 가진 환자가 정상인에 비해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낮게 

나타났고, MMSE 점수와 유의한 정 상관관계를 보였으며[10], 혈중 비

타민 D 결핍 또는 부족은 노쇠의 유병률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1,12]. 이러한 비타민 D는 계절, 햇빛 노출 그리고 식이섭취량에 따라 

달라진다. 예로, 북반구에서 비타민 D 혈중 농도는 늦여름부터 한겨울

에 이르기까지 20% 감소하는 반면, 여름에는 20분 이상 햇빛에 노출되

면 비타민 D가 빠르게 생성되고[13], 햇빛에 규칙적으로 노출되면 비타

민 D의 혈청 농도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14]. 특히 체내 비

타민 D 수준은 음식섭취에 의해 생성되는 것보다 햇빛 노출된 피부를 

통해 체내에서 합성돼 몸에 필요한 90%가 생성된다[13].  

종합적으로, 노쇠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빈번한 변화에 의해 잠재적

으로 수정 가능한 역동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즉 이는 구체적인 중재

와 건강전략이 노쇠를 지연 또는 예방하고 심지어 노쇠상태를 역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5].

노년기 신체활동 증가 또는 규칙적인 운동 참여는 낙상[16], 정신건

강[17], 인지기능 저하[18], 심장과 폐기능 저하[19]의 위험을 감소시키

고, 균형[16], 보행[20]과 이동능력[21], 근력과 심폐체력[22]과 같은 체력

감소를 예방하거나 향상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유산소 및 근

력운동 또는 복합운동은 건강한 노인과 만성질환 및 장애를 가진 노

인 모두에게 권고되고 있다[23]. 이처럼 신체활동과 운동은 누구나 쉽

게 참여할 수 있는 중재 방법으로서 경제적이고, 기능적인 제한 정도

에 상관없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24].

현재, 우리나라도 비타민 D 결핍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제4차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30 ng/mL 기준으로 86.8%의 남

성, 93.3%의 여성이 비타민 D 부족에 해당하였고[25], 전 세계적으로 

노인인구의 약 30-4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을 경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중 상당수가 인지기능 저하와 관련이 되어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국외에서는 노쇠노인을 위한 중재연구가 이미 진행 

되어지고 있지만 국내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노쇠노인은 신체

적 능력, 인지, 건강 등의 여러 영역에서 예비력이 감소되어 높은 강도

의 운동보다는 저강도의 운동이 필요하며[26], 신체활동에 대한 동기

를 유발하고, 흥미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

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체적으로 허약한 여성노인

을 대상으로 규칙적인 햇빛 노출을 위한 옥외 걷기 운동과 밴드를 이

용한 근력운동으로 구성된 저강도 복합운동이 비타민 D 수준 및 인지

기능저하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65세 이상 S시 지역사회 재가 여성노인을 모집

단으로 선정하고 노쇠 기준에 부합한 3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근 

5년 이내에 심혈관 질환을 앓은 적이 없고 수술 및 극심한 관절염 등으

로 인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인이 없는 참여자

를 선정하였다. 또한 비타민과 관련된 영양제를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참여자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서면과 구두로 설명하

고 자발적으로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한 후 중재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였으며, 단순무선표집에 의해 운동집단(15명)과 통제집단(15명)으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중재 기간 중 개인 사정 2명, 사후 검

사 미참여 3명으로 총 5명이 중도 탈락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운동집

단 13명 통제집단 12명의 자료만을 분석하였고, 참여자의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2. 측정 방법 및 절차

1) 신체조성

신장은 자동측정기(DS-102, Jenix,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체중, 체지방률 및 제지방량은 다주파수 임피던스기기 Inbody 720 

(Biospace, Seoul,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 안정시 혈압

안정시 혈압은 앉은 상태에서 10분 이상 안정 상태를 취한 후 자동

혈압계(Jawon Medical Co., Korea)를 이용하여 2회 측정한 후 평균값

을 사용하였다. 

3) 인지기능 검사

인지기능 검사는 경도 및 중증 치매환자 선별에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되어 우리나라에서 표준화되고 사용되는 도구로서, CERAD-K 

Table 1. Characteristic of participants     (Mean±SD) 

Variable Control Group (n=12) Exercise Group  (n=13) p

Age (year) 78.6±3.2 80.5±4.2 .224
Weight (kg) 58.6±4.3 59.1±9.6 .851
BMI (kg/m2) 27.0±2.1 26.1±3.3 .429
Body fat (%) 42.0±6.0 41.4±6.1 .801
LBM (kg) 17.3±1.7 17.9±2.1 .416
Grade (year) 4.6±3.2 3.8±3.1 .529

BMI, body mass index; LBM, lean body 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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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version of the Consortium to Establish a Registry for Al-

zheimer’s disease)의 신경심리 평가 집에 포함되어 있는 MMSE-KC [27]

를 이용하였다. 피험자와 1:1 질의응답 후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기록하였고, MMSE-KC의 구성내용은 지남력 10문항, 기억등록 1문

항, 기억회상 1문항, 주의집중 및 계산 1문항, 언어기능 2문항, 이해 및 

판단 4문항 총 19문항 구성되어 있으며, 총 30점으로, 인지기능 저하 

여부 판단 시 성별, 연령, 학력을 보정하여 확인할 수 있다.

4) 혈중 비타민 D

혈중 비타민 D의 활성형은 1, 25-hydroxcyvitmain D (1, 25(OH)D)로, 

반감기가 4시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혈중 비타민 D 수준을 반영할 

수 없다. 반면, 25-hydroxcyvitmain D (25(OH)D)는 대부분 비타민 D 

결합단백질과 결합하고 반감기는 2주로, 혈중 비타민 D의 가장 좋은 

지표이다. 따라서 혈중 비타민 D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25-hydrox-

cyvitmain D RIA kit (DiaSorin, Stilwater MN, USA)를 이용하여 방사

선면역측정법(radioimmunoassay, RIA)으로 분석하였다. 

 5) 복합운동 프로그램

복합운동 프로그램은 노쇠노인의 회복력과 ACSM [28]의 지침을 고

려하여 옥외 걷기 운동과 실내 탄력밴드 운동으로 구성된 복합운동

을 실시하였으며, 24주간 주 2회, 1회 60분으로 진행하였다. 복합운동

프로그램은 준비운동, 본 운동, 마무리 운동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으

며, 자세한 프로그램은 Table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준비운동 후 근력운동은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안정성을 고려하여 

노란색(1.8 kg 저항), 빨간색(2.7 kg 저항) 탄력밴드(Thera-band®, USA)

를 사용하였다. 가슴, 어깨, 팔, 복부, 다리 운동을 실시하였으며, 각 부

위별 최소 2세트를 기본으로 1세트당 15-20회 반복하였다. 이때 각 부

위 당 세트 간 휴식시간은 1분 이내로 하였으며, 점증부하의 원리에 따

라 노란색 밴드로 시작하여 12주 후에는 빨간색 밴드를 사용하여 부

하를 증가시켰다. 옥외 걷기 운동은 Karvonen [29]의 [(HRmax-HRrest)

× Exercise intensity+HRrest]에 따라 여유심박수 40-50%에서 실시하였

다. 체력수준을 감안하여 12주 후 운동 강도를 재설정하였고, 운동 강

도의 증가시점에 무선 심박수 측정기 Polar (sport tester, Finland)를 착

용시켜 개인별 목표심박수를 확인하였다. 한편 통제집단은 중재 프로

그램 참여시간 동안 평소와 같은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권고하였으

며, 주 1회 구두로 확인하였다.

3.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의 모든 자료는 평균(mean)과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로 기술하였으며, 복합운동에 따른 집단과 시기간 상호작용 효과

는 이원반복측정변량분석(two way repeated ANOVA)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비타민 D 수준 변화와 인지기능 점수변화와의 관계를 알아보

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1. 신체조성 및 안정시 혈압의 변화

복합운동에 따른 신체조성 및 안정시 혈압의 변화는 Table 3에 제시

한 바와 같다. 체지방률(p=.014)과 제지방량(p=.036)은 집단간 측정 

시기간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상호작용이 의미하는 바는 

복합운동 참여 집단의 체지방률은 사전에 비해 사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제지방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제그룹의 체지방

률과 제지방량은 사전-사후에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체중, 신체질량지수, 안정시 혈압은 집단간 측정 시기

간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체중과 신체질량지

수의 경우 측정시기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혈중 비타민 D의 변화

복합운동에 따른 혈중 비타민 D의 변화는 Table 4에 제시한 바와 

같다. 25(OH)D는 집단 간 측정 시기간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

다. 상호작용이 의미하는 바는 복합운동참여 집단의 25(OH)D는 사전

에 비해 사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제집단은 사전에 비해 사

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3. 인지기능 변화

복합운동에 따른 인지기능의 변화는 Table 5에 제시한 바와 같다. 인

지기능척도인 MMSE-KC 점수는 집단 간 측정 시기간 유의한 상호작

용효과가 나타났다. 상호작용이 의미하는 바는 복합운동참여 집단의 

MMSE-KC 점수는 사전에 비해 사후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

제집단은 사전에 비해 사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

석된다.

 

Table 2. Combined exercise program                                                     (Mean±SD) 

Contents Program Intensity Time

Warm-up Stretching 10 min
Resistance exercise 
 (using elastic band)

Chest press
Leg press
Shoulder press
Leg curl
Biceps curl
Abdominal curl

RPE 10-12 15-20 rep
20 min/2 sets

Aerobic exercise Outdoor walking HRR 40-50% 20 min
Cool-down Stretching 10 min

RPE, rating of perceived exertion; rep, repetition; HRR, heart rate re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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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혈중 비타민 D 수준변화와 인지기능 점수변화와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운동 중재에 따른 혈중 비타민 D 변화와 인지기능 

점수변화에 대한 연관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혈중 25(OH)D와 MMSE 

점수의 사전-사후의 변화 값을 산출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Table 6). 그 결과, 인지기능 척도의 변화는 혈중 25(OH)D 

수준(r=.664, p< .001)의 변화와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 

논 의

노년기에는 정신적 ·신체적 장애의 위험이 증가하고, 이것은 독립적

인 삶을 추구하는 데 제한점이 된다. 특히 신체적 장애는 걷기 능력을 

Table 6. Pearson correlation among pre- and post-exercise intervention 
changed in vitamin D levels and cognitive function   

Variables ∆25 (OH)D

∆MMSE-KC r=.664 (p<.001)

∆: value of pre- and post-exercise intervention changes.  
MMSE-KC, 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in the Korean version of the 
CERAD assessment packet.   

Table 4. The change of vitamin D levels    

Variables
Control Group 

(n=12)
Exercise Group 

(n=13) p
Pre Post Pre Post

25(OH)D 
 (ng/mL)

22.6±7.5 21.2±7.0 23.6±7.1 24.9±7.0 a
b

a×b

.425

.791
<.001

a: group, b: time, a×b: group×time.   

Table 5. The change of MMSE score

Variables
Control Group 

(n=12)
Exercise Group 

(n=13) p
Pre Post Pre Post

MMSE-KC 
 (score)

22.4±3.4 21.3±3.1 21.9±3.8 22.9±3.2 a
b

a×b

.779

.664
<.001

MMSE-KC, 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in the Korean version of the 
CERAD assessment packet.     
a: group, b: time, a×b: group×time.   

Table 3. The change of body composition and resting blood pressure                        (Mean±SD) 

Variables
Control Group (n=12) Exercise Group (n=13)

p
Pre Post Pre Post

Weight (kg) 58.6±4.3 58.0±4.5 59.1±9.6 58.4±9.4 a
b

a×b

.871

.006

.706
BMI (kg/m2) 27.0±2.1 26.7±2.3 26.1±3.3 25.8±3.2 a

b
a×b

.417

.009

.773
Body Fat (%) 42.0±6.0 41.8±6.6 41.4±6.1 39.5±7.0 a

b
a×b

.578

.002

.014
LBM (kg) 17.3±1.7 16.4±2.3 17.9±2.1 18.3±1.8 a

b
a×b

.110

.415

.036
SBP (mmHg) 133.4±10.8 132.5±10.5 132.4±7.9 131.8±7.5 a

b
a×b

.590

.094

.163
DBP (mmHg) 72.4±8.2 71.6±8.0 74.2±6.4 73.6±6.9 a

b
a×b

.116

.425

.490

BMI, body mass index; LBM, lean body mass;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a: group, b: time, a×b: group×time.       

2.0

1.0

0

-1.0

-2.0

△
M

M
SE

-K
C

R2 = .442

△Vitamin D
 -6.0 -4.0 -2.0 0 2.0 4.0

Fig. 1. Scatter-plots for pre- and post-exercise intervention changes in 
global cognitive function and 25(O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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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고, 낙상과 상해 저하의 위험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신체적 노쇠

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신체적 노쇠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노화

로 인한 근감소증(sarcopenia) 또는 근육량 감소이다[30]. 70세 이상의 

노인들은 매년 약 300 g 정도 근육량이 감소하여 신체적 능력과 근력

의 감소로 이어진다고 보고하고 있다[31].

한편, 비타민 D는 뇌 기능의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치매 또는 인

지기능저하의 위험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혈중 비타민 D 수준의 저

하가 주로 전반적인 인지기능 저하와 집행기능의 저하와 관계가 있으

며[32], 6,257명의 추적연구조사에서도 비타민 D 수준이 25 nmol/L 이

하의 결핍환자는 4년 후 전반적인 인지기능저하의 위험이 약 1.58배 높

아진다는 사실이 보고된바 있다[33].

이에 본 연구는 신체적으로 허약한 65세 이상 노쇠노인을 대상으로 

24주간의 밴드운동과 옥외 유산소 걷기 운동으로 구성된 복합운동이 

신체조성 및 혈중 비타민 D 수준과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고자 하였다.

첫 번째로 노쇠노인을 대상으로 24주간의 복합운동은 체지방률을 

감소시키고 제지방량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나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Hunter et al. [34]이 실시한 26주간의 저항성 운동과 

Leenders et al. [35]이 실시한 24주간의 저항성 운동 참여 후 체지방량 

감소와 근육량 증가를 보인 연구와 동일하였으며, 유산소 및 저항성 

운동이 포함된 12주간의 복합운동을 실시한 국내 연구에서도 체지방

률과 허리둘레가 감소[36]하는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 Lee et al. 

[37]와 Janessen et al. [38]는 운동중재프로그램 후 골격근 지수에서만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노쇠노인을 대상으로 저항성 운동을 

중재한 연구[16,39]에서도 제지방량이 증가하였고, 지방의 근육 침윤

(infiltration)이 감소하였지만 체지방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상

반된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 Kim et al. [40]의 연구에서도 12주간의 

복합운동 후 체중, 체지방량 그리고 체질량지수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

았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들의 상반된 결과는 운동

중재의 유형과 참여 시간을 포함한 프로그램 구성에서 나타나는 차이

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선행연구와 본 연구 결과, 노인의 근육량 증

가는 12주 이상 참여할 수 있는 장기간 저항성 운동 중재에 의해 효과

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그러므로 노쇠노인의 제지방량을 높이기 위해

서는 단기간보다 장기간의 운동 참여와 더불어 유산소, 저항성, 균형 

등 복합운동 프로그램 구성 시 주된 요인이 되고 있는 저항성 운동량

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며, 근육량의 증가를 위한 단백질 식이 섭취량

도 중재해야 할 것이다[41].

두 번째로, 24주간의 복합운동 참여집단에서 혈중 25(OH)D수준이 

충분한 수준은 아니지만 운동집단에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하루 20분 햇빛을 받으며 걷게 되면 하루 권장

량이 합성되고, 음식섭취를 통해 얻어지는 비타민 D의 양은 매우 제한

적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햇빛노출을 통해 피부에서의 합성으로부터 

얻어진다는 연구[13]를 뒷받침하고 있다. 대부분의 노인은 비타민 D결

핍 또는 부족으로, 근육 약화와 관련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노인은 

낮은 식이섭취, 햇볕노출 그리고 간과 신장의 수산화(hydroxylation) 

장애에 의해 비타민 D 결핍의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38]. 특히, 비타민 D는 acetylcholine, dopamine, serotonin 및 γ-amino-

butyric acid와 같은 neurotransmitter의 생성을 조절하여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햇빛에 노출된 피부를 통해 체내에서 합성돼 

몸에 필요한 90%가 공급된다[42]. 따라서 규칙적인 옥외 신체활동을 

통한 체내 비타민 D 합성은 노년기 근육 약화와 인지기능저하의 예방 

또는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로, 24주간의 복합운동 참여는 노쇠노인의 MMSE-KC로 측

정된 인지기능점수를 유의하게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을 대상으로 복합운동이 해마, 미상핵, 시상의 크기를 증

가시키고 전두엽과 두정엽의 긍정적인 자극을 주어 시간지남력, 장소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력과 같은 인지기능을 개선시키는데 효과적

이라는 연구 결과[43,44]와 유사하며, 노쇠노인을 대상으로 12주간 근

력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포함된 복합운동을 실시한 집단에서도 인지

기능이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하고 있다[45]. 

마지막으로 복합운동 참여 후 혈중 25(OH)D수준 변화와 인지기능

점수 변화와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상관관계

가 나타났다. 즉, 옥외 걷기 운동을 통한 햇볕 노출은 혈중 25(OH)D 

수준 증가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되며[13], 이러한 비타민 D는 동물

실험을 통해 알려진 역할로서, 신경영양작용(neurotrophic function), 

신경보호(neuroprotection) 및 신경면역조절(neuroimunomodulation) 

기능을 수행하여 결국 신경세포의 유지, 성장 및 생존과 밀접하게 관

계되어 해마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키고 퇴행으로부터의 보호작용을 

하여 기억향상과 더불어 인지기능의 유지 및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46].

결 론

본 연구와 국내외 선행연구 결과들을 고려할 때 노인들을 대상으로 

1-3개월간의 단기간의 운동 참여보다는 3개월 이상의 주기로 장기간 

옥외 신체활동과 근력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인지기능의 개선

과 뇌신경성장인자 발현의 증가 효과를 지속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중재프로그램 외 옥외 활동 시간 및 햇빛 노

출시간, 비타민 D 섭취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노

쇠노인의 충분한 혈중 비타민 D 합성을 위한 효과를 제시하는 데 한

계가 있다고 판단되며, 추후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여 추가적인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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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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