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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인 남성에서 수면 시간이 복부 비만에 미치는 영향: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 1, 2차년도(2016–2017)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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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between Sleep Duration and Abdominal Obesity in Korean Adult Male: Analysis of
Data from the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6–2017
Kyusuk Lee1, Junho Choi2,*, Kyunghee Cho2,*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Severance Hospital, Seoul; 2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Ilsan Hospital, Goyang, Korea

1

Background: Sleep is an important physiological process that is required to perform daily functions. Sleep duration is reported to be correlated with
obe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ssociation between sleep duration and abdominal obesity in Korean adult male.
Methods: We used data from the seventh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conducted during 2016–2017. In total, 3,997 male
aged >20 years were included. The frequency and weighting percentage of sleep duration were calculated. Chi-square test was performed with
Rao–Scott calibration. Logistic regression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association of sleep duration with abdominal obesity.
Results: The overall effect of abdominal obesity on sleep duration was significant. The probability of developing abdominal obesity when the average
sleep duration was below than 5 hours was 1.495 times higher than that when it was 7 hours.
Conclusion: Sleep duration was related to abdominal obesity in Korean adult male.
Keywords: Sleep Duration; Abdominal Obesity; Waist Circumference

는 성인에 비해 비만, 당뇨병 및 고혈압의 유병률이 더 높다는 결과

서론

가 있었다.5,6)
인간의 일생에서 수면은 약 1/3가량의 시간을 차지하며, 수면 습

이와 같은 만성질환 중 비만은 현대 사회의 주요 보건 문제로써,

관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유지 및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하

국내의 성인 비만 유병률이 1998년 26.3%에서 2005년 31.8%, 2012년

지만 현대 사회에서 평균 수면 시간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에는 32.8%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7) 또한 비만은 심장병과

보고되고 있다.1) 짧은 수면 시간 및 수면 장애가 만성질환의 발병

뇌혈관 질환, 고혈압, 제2형 당뇨병, 이상 지질 혈증 등의 질환을 증

국내의 연구에서도 5시

가시킬 뿐 아니라 개인의 정신적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건

간 이하의 수면 시간을 취하는 성인에서 7시간의 수면 시간을 취하

강 위험요인으로,8) 비만의 증가는 보건 의료비의 증가로 직결되어

Received August 22, 2019 Revised June 2, 2020
Accepted June 12, 2020
Corresponding author Kyunghee Cho
Tel: +82-31-900-0440, Fax: +82-31-900-0343
E-mail: khcho@nhimc.or.kr
ORCID: http://orcid.org/0000-0002-3875-2617
Corresponding author Junho Choi
Tel: +82-31-900-0742, Fax: +82-31-900-3366
E-mail: junhonhimc@nhimc.or.kr
ORCID: http://orcid.org/0000-0002-1368-4793

Copyright © 2020 The Korean Academy of Family Medicine

2-4)

위험을 높인다는 다수의 연구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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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예방이 중요하다.9)

우 수면 시간과 허리둘레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의 연구에서 비만의 원인 중 수면 부족과 체질량지수(body

있었으나,3,19) 국내의 경우는 성인 여성에서의 수면 시간과 복부 둘레

mass index, BMI) 증가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으며,10-12) Kohatsu

에 대한 연구를 제외하고 관련 연구를 찾기 어려웠다.20) 따라서 본

등13)의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과 BMI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연구는 한국 성인 남성에서의 수면 시간과 복부 비만에 대한 연관

그 기전으로는 수면 시간이 짧은 경우 식욕조절 호르몬인 렙틴 분

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비가 감소하고, 그렐린의 분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음식의 과잉 섭취
및 그 결과로 인한 체중 증가가 초래된다는 연구가 있었다.14) 이 외

방법

에도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의 식습관 변화와 활동량 감소, 코티졸
분비 증가 등이 체중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다.15-17) 심혈

1. 연구 대상

관 질환, 제2형 당뇨병 발병 및 사망에 BMI의 증가에 따른 비만보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1차년도(2016), 2차년도(2017)

허리둘레의 증가, 즉 복부 비만이 더 중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

자료를 가중치 비율 1:1로 통합하여 사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20세

다.18)

이상 남성으로 하였고, 연구변수에 미조사 혹은 무응답 항목이 있

하지만 수면 시간과 BMI에 대한 연구들과 대비되어 수면 시간과

는 경우는 배제하였다. 최초 대상자 16,277명 중 만 20세 이상 남성

허리둘레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는데, 다른 나라의 경

인 경우는 5,630명이었고, 최종적으로 이 중 연구변수에 미조사 혹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across categories of daily sleep duration
Variable
Total

Average sleep duration (h)
≤5

6

7

8

9
277 (5.8)

501 (12.1)

1,019 (25.8)

1,371 (34.8)

829 (19.2)

62 (17.9)

107 (16.4)

156 (18.7)

96 (19.2)

Total
3,997 (100.0)

<0.001

Age (y)
20–29

32 (20.3)

453 (18.0)

30–39

60 (15.0)

165 (18.4)

242 (20.7)

133 (19.6)

27 (14.5)

627 (18.6)

40–49

85 (19.3)

216 (23.9)

259 (20.2)

124 (18.3)

32 (15.4)

716 (20.1)

50–59

100 (21.6)

228 (22.5)

260 (20.6)

124 (16.3)

23 (8.7)

735 (19.6)

60–69

111 (17.3)

177 (12.3)

234 (12.2)

157 (13.9)

63 (18.6)

742 (13.7)

83 (8.8)

126 (6.5)

220 (7.5)

195 (12.7)

100 (22.5)

724 (9.9)

Yes

46 (7.2)

106 (8.1)

138 (7.3)

103 (8.5)

44 (11.5)

437 (8.2)

No

455 (92.8)

913 (91.9)

1,233 (92.7)

726 (91.5)

233 (88.5)

3,560 (91.8)

Yes

153 (25.9)

257 (19.7)

353 (19.5)

250 (22.3)

103 (29.4)

1,116 (21.8)

No

348 (74.1)

762 (80.3)

1,018 (80.5)

579 (77.7)

174 (70.6)

2,881 (78.2)

Yes

13 (2.7)

12 (0.9)

10 (1.0)

3 (1.5)

No

488 (97.3)

1,007 (99.1)

1,351 (98.7)

819 (99.0)

274 (98.5)

3,939 (98.7)

Yes

247 (52.8)

481 (48.9)

667 (52.7)

362 (47.1)

107 (46.9)

1,864 (50.0)

No

254 (47.2)

538 (51.1)

704 (47.3)

467 (52.9)

170 (53.1)

2,133 (50.0)

109 (19.4)

174 (14.2)

213 (12.9)

151 (14.8)

77 (21.7)

724 (15.4)

≥70

<0.001

Diabetic mellitus

<0.001

Hypertension

Thyroid disease

0.132
20 (1.3)

58 (1.3)

Regular physical activity

0.061

<0.001

Drinking
No

P-value

<2/wk

211 (45.8)

480 (50.2)

655 (51.4)

387 (49.4)

97 (39.4)

1,830 (48.9)

≥2/wk

181 (34.8)

365 (35.6)

503 (35.7)

291 (35.8)

103 (38.9)

1,443 (35.8)

Yes

103 (20.1)

252 (24.6)

309 (22.8)

174 (20.9)

50 (17.4)

888 (22.2)

No

398 (79.9)

767 (75.4)

1,062 (77.2)

655 (79.1)

227 (82.6)

3,109 (77.8)

Yes

195 (40.2)

322 (30.7)

439 (31.1)

245 (28.9)

93 (33.3)

1,294 (31.9)

No

306 (59.8)

697 (69.3)

932 (68.9)

584 (71.1)

184 (66.7)

2,703 (68.1)

Dietary control

0.212

Abdominal obesity

0.005

Values are presented as unweighted number (weighted %).
P-values are from Rao–Scott χ2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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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응답 항목이 없는 인원은 4,111명이었고, 이중 평균 수면 시간

우(5군) 277명(5.8%)이었다. 복부 비만(P<0.05)을 비롯하여, 연령 차

이 하루 10시간 이상이라고 대답한 군은 114명으로, 그 표본 수가

이, 당뇨병의 유무, 고혈압의 유무 및 음주량의 차이와 수면 시간과

적어 이를 제외한 총 3,997명을 대상자로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인

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반면, 갑상선 질환, 신체

구 수 대비 산출된 가중치를 적용하면 총 15,485,498명에 해당한다.

활동 여부, 식이 조절 여부의 차이와 수면 시간과의 관계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5) (Table 1). 여기서 나타내는 P<0.05의

2. 정의

의미는 수면 시간 범주별로 각 변수의 구성 비율이 다르다는 것을

1) 비만

의미하며, 변수보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가설검정 분석으로는 부족

허리둘레(cm)를 비만의 지표로 사용하였고, 성인 남성의 경우 허
리둘레가 90 cm 이상일 경우를 비만으로 정의하였다.

하나, 통계적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Table 2에서는 연령, 당뇨병, 고혈압, 갑상선 질환, 신체 활동 여부,
음주량, 식이 조절 여부의 변수보정을 한 후 성인 남성의 수면 시간

2) 수면 시간

과 복 부 비만과의 연관성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분석( logistic

수면 시간의 범주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설문지와 동일하게 시간

regression)을 실시한 것을 나타내었다. 평균 수면 시간의 복부 비만

단위로 계산하였으며(≤5, 6, 7, 8, 9, ≥10시간), 주중(5일)과 주말(2일)

에 대한 전반적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냈고

분을 일수 비율에 맞게 환산 후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P<0.01) 평균 수면 시간이 7시간일 때에 비해 5시간 이하일 때 복부
비만에 해당될 확률은 1.495배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았다

3) 연구 방법

(P<0.01).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 비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강관련 요인
으로 연령대, 당뇨병, 고혈압, 갑상선 질환, 신체 활동 여부, 음주량,

고찰

식이 조절 여부를 통제 변수로 상정하였다. 당뇨병, 고혈압, 갑상선
질환은 각각 의사진단을 받은 사람이 포함되었다. 음주량은 설문지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평가 2016년 및 2017년의 단면적 조사 자

의 음주빈도(BD1_11) 항목을 사용하여 ‘음주 안함’, ‘주 2회 미만’,

료를 바탕으로 한국 성인 남성에서의 수면 시간과 허리둘레, 즉 복

‘주 2회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부 비만의 연관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수면 시간과 관련한 해외의
다른 연구에서 나이가 들수록 평균 수면 시간은 짧아지나 그 차이

3. 통계학적 분석

는 매우 작다는 결과가 있었고,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6–7시간 사

대상자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면 시간에 따른 빈도와 가중 백

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아 본 연구의 설문 자료와 비슷한 결

분율을 제시하고 Rao–Scott 보정을 적용한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과를 보였다.21) 본 연구에서, 수면 시간은 복부 비만 지표인 허리둘

test)을 실시하였다. 또한 복부 비만에 대한 수면 시간의 연관성을

레와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냈고, 특히 평균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고, 상

일 경우 복부 비만에 해당될 확률이 평균 수면 시간이 7시간인 군

대 위험도로서 오즈비(odds ratio) 및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고 P

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하였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구들의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는데,

다. 독립변수인 수면 시간 총 6군 가운데 10시간 이상 군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연구에 의하면 부족한 수면 시간과 허리둘레의 증가사

3,997명 중 가장 많이 응답한 7시간 군을 대조군으로 삼았다. 모든
자료의 통계적 처리를 위해 분석 프로그램은 IBM SPSS Statistics ver.

23.0 (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다.

결과
총 3,997명 중 평균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인 경우(1군) 501명
(12.1%)이었고, 6시간인 경우(2군) 1,019명(25.8%)이었다. 7시간인 경
우(3군) 1,371명(34.8%), 8시간인 경우(4군) 829명(19.2%), 9시간인 경
Korean J Fam Pract. 2020;10(4):279-283

Table 2. Association between sleep duration and waist circumference
Average sleep
duration (h)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P-value

≤5

1.495 (1.151–1.943)

0.003

6

0.973 (0.798–1.185)

0.783

7

1 (reference)

8

0.900 (0.731–1.108)

0.321

9

1.116 (0.810–1.538)

0.500

Adjusted for age, diabetic mellitus, hypertension, thyroid disease, regular physical activity, drinking, and dietary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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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의한 연관성이 있음이 알려져 있다. Sperry 등22)의 연구에서

요약

는 수면 시간이 짧아질수록 허리둘레가 증가하였고, 또한 Theorell-

Haglöw 등19)에 의하면 여성에서 수면 시간과 허리둘레는 음의 상관

연구배경: 수면은 인간의 일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수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과 비만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성

성인의 수면 시간과 비만과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한 국내의 연구

인 남성에서 수면 시간과 복부 비만의 연관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에서도 수면 시간이 증가할수록 BMI가 낮아지는 결과가 있어 다른

방법: 2016년, 2017년 시행된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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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연구들의 결과와 부합한다. 또한 국내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20세 이상 남성 3,997명을 표본으로 분석하였다. 7시간 군을

한 수면 시간과 허리둘레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수

대조군으로 삼았다. 수면 시간에 따른 빈도와 가중 백분율을 제시

면 시간과 허리둘레는 U자형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도

하고 Rao–Scott 보정을 적용한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실시

성인 남성에서의 수면 시간과 허리둘레는 위 연구들과 비슷한 상관

하였다. 또한 복부 비만에 대한 수면 시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

관계의 경향을 보이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하지만 수면 시간이

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5시간 이하일 경우 복부 비만의 위험성이 늘어나는 결과는 다른 연

결과: 평균 수면 시간의 복부 비만에 대한 전반적 영향이 통계적으

구 결과들과 부합하였다.

로 유의하였다. 평균 수면 시간이 7시간일 때에 비해 5시간 이하일

21)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단면조사로 수행된 연구라는 점에
서 수면 시간과 비만과의 시간적 선후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뚜렷한

때 복부 비만에 해당될 확률은 1.495배로 더 높았다(P<0.01).

결론: 한국 성인 남성에서 수면 시간은 복부 비만과 연관성이 있다.

인과관계를 제시할 수 없다는 점이 있으나 그 결과는 다른 연구들
과 마찬가지로 수면 시간과 체중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잠재적인 기

중심단어: 수면 시간; 복부 비만; 허리둘레

전을 지지하고 있었다.
둘째, 주간, 야간 수면을 구분하지 않았고, 일중 평균 수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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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하지만 주간 수면을 전체 수면 시간에 포함시킨 연구 또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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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시간이 짧을수록 비만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있었다.

셋째, 입면에까지 걸리는 시간, 자다가 깨는 횟수, 수면의 질, 기타

ORCID

수면 장애와 관련된 변수는 고려되지 못했으며, 수면 무호흡증과 같
은 수면 장애는 비만인 대상자에서 보다 흔하게 나타날 수 있고, 이

Kyusuk Lee, https://orcid.org/0000-0003-4236-5190

로 인해 수면 시간이 줄어들어 비만과의 연관성에 영향을 미칠 수

Junho Choi, https://orcid.org/0000-0002-1368-4793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은 수면과 관련된 항목을 보다 자세히

Kyunghee Cho, https://orcid.org/0000-0002-3875-2617

측정하고, 비슷한 대상군을 설정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하
지만, 가장 최신 자료를 이용한 국내 남성을 대상으로 수면 시간과
복부 비만에 대해 시행한 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앞서 말한 연구들과
비슷한 결론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부족한 수면 시간이 복부 비만
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설을 지지할 수 있었다. 또한 수면 시간과 복
부 비만의 관계의 기전을 규명하고, 개개인의 수면의 개선을 통해
비만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수면 부족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비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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