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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인에서 수면 시간과 빈혈과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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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ion between Sleep Duration and Anemia in Korean Adults: A Nationwide PopulationBased Study
Jong Hoon Shin, Ga Eun Nam*, Chan Mi Park, Wonsock Kim, Yang-Hyun Kim, Kyung-Hwan Cho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Korea University Anam Hospital,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Background: The development of anemia in adults is multifactorial. This study evaluated the association between sleep duration and anemia in Korean
adults.
Methods: We used the data of 8,205 Korean adults aged between 19 and 64 years from the 2016–2017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Anemia was defined as blood hemoglobin level lower than 13.0 g/dL in men and 12.0 g/dL in women. We performed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sleep duration and anemia prevalence.
Results: The prevalence of anemia in Korean adults was 1.6% in men and 12.0% in women. In un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men with anemia
were older, had a higher C-reactive protein level, lower body mass index, and a lower proportion of those who were smoking at the time of the
study than men without anemia. Women with anemia were younger and had a lower body mass index than women without anemia.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a sleep duration of less than five hours was associated with higher odds of anemia in men. The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for anemia in men who slept for less than five hours was 3.885 (1.372–11.005) after adjusting for potential confounding
variables such as age, body mass index, C-reactive protein, smoking status, and residential area (P-value=0.011).
Conclusion: From this study, using a nationally representative database, we found that a sleep duration of less than five hours is associated with higher
prevalence of anemia in Korean men. This suggests that appropriate sleep duration should be considered to prevent anemia in Korean men.
Keywords: Sleep Duration; Anemia; Adults;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미국 국립 수면 협회(National Sleep Foundation)에서는 26–64세의 성

서론

인에서 하루 7–9시간의 수면을 권장하고 있으며,7) 제5기(2010–2012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대한 분석 연구에 따르면 빈혈은 우

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9세 이

리나라의 18–49세의 남녀에서 각각 1.1%, 14.7%, 50–59세 남녀에서

상 79세 이하 성인의 평균 수면시간은 6.87시간으로8) 미국 국립 수

각각 3.0%, 7.9%의 빈도로 발생하며,1) 일의 능률을 감소시키고, 감

면 협회의 권장 시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빈혈과 수면의 관계

2)

염성 질환에 대한 감수성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고, 빈혈과 작
3)

에 대한 기존 연구로 50세 이상의 영국 성인에서 수면 시간과 빈혈

업 능력의 감소가 연관성이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 또한 빈혈은 심

과의 관계를 연구하여 수면 부족이나 수면 방해가 빈혈과 관련되어

4-6)

혈관질환의 위험인자로 사망률 증가와 관련 있다는 보고가 있다.

있음을 보고하였고,9) 중국의 18–98세 성인을 대상으로 수면시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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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혈의 관련성에 대해서 보고한 연구10)가 있다. 우리나라의 성인을

사원이 개별 면접 조사를 시행하고 건강설문조사 항목 중 흡연 등

대상으로 수면시간과 빈혈의 관계에 대해 보고한 연구는 아직 없는

건강행태 영역은 대상자가 직접 문진표를 작성하여 시행하였다. 검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성인에서 수면시간과 빈혈과의 관련

진조사는 직접 계측, 관찰, 검체 분석 등의 방법으로 수행하였고, 혈

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압측정은 이동 검진 차량에서 시행하였다.

방법

3. 변수의 정의

1. 연구 대상

라 남자 성인에서 혈색소가 13 g/dL 미만, 여자 성인에서 혈색소가

빈혈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판정 기준에 따
11)

본 연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자

12 g/dL 미만일 때로 정의하였다.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는 체

료 중 2016–2017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조사는 조사구와 가구

중(kg )을 키(m)의 제곱으로 나누어 계산하였고, 수면시간은 주중

를 1, 2차 추출단위로 하는 2단계 층화집락표본 추출방법을 사용하

하루평균 수면 시간과 주말 하루평균 수면시간의 평균을 계산하였

여 연간 192조사구에서 만 1세 이상 가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수행

다([주중 하루평균 수면시간×5+주말 하루평균 수면시간×2]/7). 흡

하였다. 총 응답자는 16,277명이었으며 그 중 나이가 19세 미만이거

연 여부는 현재 흡연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나 65세 이상인 경우, 임산부 및 수면조사 및 혈액검사가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 밖의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에 결측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제외 기준 적용 후 19세 이상 64 세 이하인 성인 총

8,205명을 대상으로 분석이 시행되었다.

4. 통계 분석

모든 통계 분석은 복합 표본 분석을 통해 시행하였다. 성별에 따
른 연구대상자의 기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
는 T-검정을,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는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했다. 빈
혈과 다른 변수들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2. 측정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건강 설문조사는 이동 검진 센터에서 전문조

을 시행하였다.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빈혈과 연관성이 있

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Men (n=3,613)

Women (n=4,592)

P-value

41.74±0.248

42.47±0.238

<0.001

Height (cm)

172.29±0.126

159.30±0.108

<0.001

Weight (kg)

73.39±0.223

58.62±0.177

0.005

Body mass index (kg/m2)

24.68±0.066

23.11±0.072

0.274

Age (y)

86.04±0.180

77.13±0.213

<0.001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119.15±0.271

112.06±0.276

<0.001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79.38±0.199

73.70±0.185

<0.001

551 (12.00)

<0.001

Waist circumference (cm)

Anemia

58 (1.60)

Hemoglobin (g/dL)

15.46±0.024

13.12±0.023

<0.001

Hematocrit (%)

47.06±0.075

40.85±0.069

<0.001

Red blood cell count (Mil/uL)

5.06±0.009

4.43±0.007

<0.001

White blood cell count (Thous/uL)

6.72±0.038

5.97±0.030

0.269

C-reactive protein (mg/L)

1.25±0.035

0.98±0.023

0.001

Sleep duration (h)

7.14±0.022

7.24±0.022

0.023

<5

109 (3.02)

133 (2.90)

5–6

315 (8.72)

441 (9.61)

6–7

987 (27.32)

1,167 (25.41)

7–8

1,301 (36.00)

1,515 (32.99)

8–9

669 (18.52)

964 (20.99)

≥9

232 (6.42)

372 (8.10)

Urban residence

3,114 (86.19)

3,990 (86.89)

0.733

Currently smoking

1,485 (41.10)

289 (6.29)

<0.001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an±standard deviation.
P-values were calculated by Student’s t-test or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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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선행 연구에서 연관성이 증명된 변수에 대해 보정한 다변량 로

다(Table 1). 연구 대상자는 남성 3,613명, 여성 4,592명으로 총 8,205

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해서 수면 시간과 빈혈과의 연관성을 분석

명이었고 이 중 빈혈이 있는 남성은 58명(1.6%), 여성은 551명(12.0%)

하였으며, 교차비와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 P-value<0.05인 경

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높았고(P<0.001), 현재 흡

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통계 프로그램은 IBM SPSS

연 비율은 남성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P<0.001), 평균 수면 시간은

Statistics ver. 22.0 (IBM Co.,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다.

남성보다 여성에서 유의하게 길었다(P=0.023). 체질량지수, 백혈구
수, 도시 거주 비율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빈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들과 빈혈 여부에 대해 단

결과

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Table 2). 연령에 따른 빈혈
본 연구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일반적인 특성에 대하여 분석하였

유병에 대한 교차비는 남성에서 1.076, 여성에서 0.993으로 나타났고

Table 2. Un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n the association between other variables and anemia
Men

Women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Age (y)

1.076 (1.053–1.110)

<0.001

0.993 (0.986–1.000)

0.045

Body mass index (kg/m)

0.898 (0.823–0.980)

0.016

0.951 (0.926–0.977)

<0.001

C-reactive protein (mg/L)

1.064 (1.001–1.132)

0.047

1.015 (0.953–1.082)

0.640

Sleep duration (h)

0.998 (0.994–1.002)

0.379

0.999 (0.997–1.000)

0.034

<5

3.657 (1.333–10.034)

0.012

1.240 (0.692–2.223)

0.470

5–6

1.503 (0.580–3.898)

0.401

1.086 (0.759–1.553)

0.652

6–7

0.964 (0.483–1.924)

0.917

0.964 (0.483–1.924)

0.809

7–8

1 (Reference)

1 (Reference)

8–9

1.272 (0.579–2.796)

0.549

0.924 (0.706–1.208)

0.562

≥9

1.706 (0.601–4.840)

0.314

0.619 (0.402–0.953)

0.029

0.769 (0.390–1.516)

0.447

1.009 (0.707–1.439)

0.961

Urban residence
Yes
No

1 (Reference)

1 (Reference)

Currently smoking
Yes

0.436 (0.249–0.765)

No

0.004

0.605 (0.357–1.023)

1 (Reference)

0.061

1 (Reference)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P-values are calculated using un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able 3. Adjusted odds ratios (95% confidence intervals) for anemia according to sleep duration in men and women
Model 1

P-value

Model 2

P-value

Model 3

P-value

<5

3.657 (1.333–10.034)

0.012

3.728 (1.310–10.603)

0.014

3.885 (1.372–11.005)

0.011

5–6

1.503 (0.580–3.898)

0.401

1.757 (0.665–4.641)

0.255

1.740 (0.659–4.592)

0.262

6–7

0.964 (0.483–1.924)

0.917

1.070 (0.534–2.144)

0.849

1.058 (0.529–2.117)

0.873

Men

7–8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8–9

1.272 (0.579–2.796)

0.549

1.438 (0.646–3.202)

0.372

1.442 (0.647–3.213)

0.370

≥9

1.706 (0.601–4.840)

0.314

2.028 (0.701–5.868)

0.192

2.113 (0.722–6.182)

0.171

<5

1.240 (0.692–2.223)

0.470

1.557 (0.853–2.841)

0.149

1.555 (0.855–2.829)

0.147

5–6

1.086 (0.759–1.553)

0.652

1.178 (0.816–1.700)

0.381

1.178 (0.816–1.701)

0.380

6–7

0.964 (0.483–1.924)

0.809

1.069 (0.818–1.398)

0.623

1.069 (0.817–1.397)

0.626

Women

7–8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8–9

0.924 (0.706–1.208)

0.562

0.938 (0.714–1.231)

0.643

0.934 (0.711–1.228)

0.625

≥9

0.619 (0.402–0.953)

0.029

0.647 (0.415–1.008)

0.054

0.645 (0.413–1.005)

0.053

Model 1: unadjusted. Model 2: adjusted for age, body mass index, C-reactive protein, current smoking. Model 3: adjusted for age, body mass index, C-reactive protein,
currently smoking, urban residence.
P-values are calculated using un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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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체질량지수에 대해서는 빈혈 유병

5,888명을 11.2년간 경과 관찰하여 빈혈이 사망률 증가와 관련이 있

의 교차비가 남성에서 0.898, 여성에서 0.951로 나타났고 P<0.05로 통

음을 보고하였다.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C-반응 단백에 따라서는 교차비가 남성에서

Lee 등1)이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

1.064였고 P=0.04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수면 시간에 따른 빈

과 우리나라 10세 이상 인구에서 빈혈의 위험인자로 낮은 소득, 저

혈 유병의 교차비는 여성에서 0.999였고 P=0.034로 통계적으로 유의

체중, 철분 섭취 부족, 비타민 C 섭취 부족이 확인되었다. 빈혈의 주

하였다. 남성에서 평균 수면시간이 7–8시간인 군에 비하여 6시간 미

요 원인으로 알려진 철겹핍성빈혈의 위험인자로 여러 연구들에 따

만인 군에서 빈혈 유병의 교차비는 3.657이었고 P=0.012로 통계적으

르면 여성, 월경, 비만, 흑인, 채식, 저소득 등이 보고되어 있다.12-15)

로 유의하였다. 여성에서 평균 수면 시간 7–8시간인 군에 비하여 9

또한 Jang 등16)은 30–50대 남성에서 혈색소와 흡연과의 관련성에 대

시간 이상인 군에서 빈혈의 교차비는 0.619였고 P=0.029로 통계적으

해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제7기(2016–2017년) 국민건강영양조

로 유의하였다. 현재 흡연에 대한 빈혈의 교차비는 남성에서 0.436이

사를 이용하여 19–64세의 성인에서 수면 시간과 빈혈과의 관련성을

었고 P=0.00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외의 변수는 P>0.05로

분석하였고,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남성에서는 연령, 체질

빈혈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량지수, C-반응 단백, 현재 흡연, 여성에서는 연령, 체질량지수가 빈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빈혈과 통계적으로 연관성이 있거

혈과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빈혈과

나 선행 연구에서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진 연령, 체질량지수, C-반

연관성이 있거나 선행 연구에서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진 연령, 체질

응 단백, 흡연 상태, 도시 거주 비율을 보정하여 다변량 로지스틱 회

량지수, C-반응 단백, 현재 흡연, 도시 거주 비율을 보정하여 다변량

귀분석을 시행하였다(Table 3). Model 1은 보정을 시행하지 않은 결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고 남성에서 수면시간이 5시간 미만

과이고, Model 2는 연령, 체질량지수, C-반응 단백, 흡연 상태에 대

인 경우 빈혈의 위험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여 보정하였으며, Model 3은 연령, 체질량지수, C-반응 단백, 흡연

Kim 등17)이 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에

상태, 도시 거주 비율에 대해 보정하였다. Model 3에서 남성 평균 수

따르면 한국 성인에서 빈혈의 유병률은 남성의 경우 18–49세에서

면시간이 7–8시간인 경우에 비하여 5시간 미만인 경우 빈혈 유병의

0.9%, 50–59세에서 2.5%, 60–69세에서 7.1%였고, 여성의 경우 18–49

교차비와 95% 신뢰구간은 3.885 (1.372–11.005), P=0.011로 통계적으

세에서 16.7%, 50–59세에서 9.0%, 60–69세에서 10.9%였다. Lee 등1)이

로 유의하였다.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것은 성인 남성에서 빈혈

시행한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대한 분석 연구에 따르면 빈혈

의 위험 증가와 유의한 관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 유병률은 남성의 경우 18–49세에서 1.1%, 50–59세에서 3.0%,

60–64세에서 6.6%였고, 여성의 경우 18–49세에서 14.7%, 50–59세에
서 7.9%, 60–64세에서 6.9%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7기(2016–2017년)

고찰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19–64세 성인 남성의 빈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자료(2016–2017년)를 이용하

혈 유병률은 1.6%였고, 성인 여성의 빈혈 유병률은 12.0%로 나타났

여 19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에서 수면시간과 빈혈과의 관련성에 대

다. 각 조사별 유병률의 차이는 연령 분석 범위가 다르기 때문인 것

해서 분석하였고 연구결과 성인 남성에서 5시간 미만의 짧은 수면

으로 보인다.

시간은 성인 남성에서 빈혈의 위험 증가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

미국 국립 수면 협회(National Sleep Foundation)에서는 19–64세의
성인에서 하루 7–9시간의 수면을 권장하고 있다.7) 본 연구에서 성인

다.
빈혈은 Umbreit2)의 연구에 따르면 일의 능률을 감소시키고, 감염

남성의 평균 수면시간은 7.14±0.022시간이고 성인 여성의 평균 수면

성 질환에 대한 감수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Hass와

시간은 7.24±0.022시간으로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P=0.023)가

Brownlie 의 연구에서 빈혈과 작업 능력의 감소가 연관성이 있고 빈

있었고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구간을 나누지 않은 평균 수

혈이 세포 산화 활성(cellular oxidative capacity)을 저하시키는 것이 그

면시간과 빈혈의 위험도는 성인 남성에서 odds ratio=0.998, P=0.379

원인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 또한 빈혈은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로

로 유의한 경향성이 없었고, 성인 여성에서는 odds ratio=0.999,

Sarnak 등 은 미국

P=0.034로 수면시간이 증가할수록 빈혈의 위험도가 0.999배 감소하

의 심혈관질환이 없는 45–64세 15,792명을 6.1년간 경과 관찰하여

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립 수면 협회(National Sleep Foundation)

빈혈이 있는 군에서 빈혈이 없는 군에 비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에서 19–64세의 성인에 권장한 수면 시간인 7–9시간 중 7–8시간을

1.41배 높아짐을 보고하였다. Zakai 등 은 미국의 65세 이상 남녀

기준으로 하루 수면시간이 각각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6시간 미

3)

4-6)

사망률 증가와 관련 있다는 보고들이 있으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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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간 미만, 9시간 이상인 군으로 수면 시간과 빈혈의 상관관계에 대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Jackowska 등 은 2008–2009년 영국에서 6,465명의 50–99세 성인에
9)

연구배경: 빈혈의 발생 원인은 다양하게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는 한국 성인에서 수면시간과 빈혈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서 수면과 빈혈과의 관계를 연구하였고 남성에서는 수면시간과 수

자 하였다.

면장애가 빈혈과 연관성이 있었고 여성에서는 수면장애와 빈혈과의

방법: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자료 중 2016–2017년도 자료를 이용

연관성이 확인되었다. Liu 등 은 2006–2007년 중국에서 84,791명의

하여 19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 중 총 8,205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

18–98세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수면시간과 빈혈 위험성과의 상관

행하였다. 빈혈은 남자 성인에서 혈색소가 13 g/dL 미만, 여자 성인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고 6시간 이하의 수면이나 9시간 이상의 수면

에서 혈색소가 12 g/dL 미만일 때로 정의하였다. 단변량 로지스틱

은 빈혈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19–64세 성인

회귀분석에서 빈혈과 연관성이 있거나 선행 연구에서 연관성이 증

을 대상으로 수면시간과 빈혈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

명된 변수에 대해 보정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해서 수

고 우리나라 전 국민을 인구집단으로 하는 복합 표본 분석을 시행

면 시간과 빈혈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연구 방법에 차이가 있다.

결과: 빈혈의 발생 빈도는 성인 남성에서 1.6%, 성인 여성에서는

10)

제5기(2010–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2.0%로 나타났다.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빈혈이 있는 성

우리나라의 19세 이상 79세 이하 성인의 평균 수면시간은 6.87시간

인 남성은 빈혈이 없는 군에 비해 나이가 많고 C-반응 단백이 높고,

이었고8)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19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 8,205명의

체질량지수가 낮고, 현재 흡연 비율이 낮은 경향성이 있었다. 빈혈

평균 수면시간은 7.20시간이었다. 미국 국립 수면 협회(National Sleep

이 있는 성인 여성은 빈혈이 없는 군에 비해 나이가 젊고 체질량지

Foundation)7)에서는 26–64세의 성인에서 하루 7–9시간의 수면을 권

수가 낮은 경향성이 있었다. 연령, 체질량지수, C-반응 단백, 현재 흡

장하고 있으며, 제5기(2010–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분석한

연 비율, 도시 거주 비율을 보정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

성인의 평균 수면시간 결과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자료(2016–

행하여 수면 시간과 빈혈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고, 성인 남성에서

2017년)의 성인의 평균 수면시간을 비교하였을 때, 포함시킨 연령대

수면시간이 7–8시간인 경우에 비하여 5시간 미만인 경우 빈혈에 대

가 다르지만 평균 수면시간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한 교차비와 95% 신뢰구간은 3.885 (1.372–11.005), P=0.011로 통계적

있다.

으로 유의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단면 연구이기 때문에 수면시간과 빈혈

결론: 성인 남성에서 빈혈은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것과 유의한

과의 인과관계를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제7기(2016–2017년)

상관관계가 있었고, 5시간 미만의 짧은 수면 시간은 성인 남성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혈액 검사에서 페리틴이 제외되어 빈혈의

빈혈의 위험 증가와 관련되었다.

원인 중에 하나인 철겹핍성 빈혈에 대한 평가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셋째,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설문지에 따라 수면시간을 조사하여 개

중심단어: 수면 시간; 빈혈; 성인; 국민건강영양조사

인의 기억에 의존하였다. 넷째, 영양조사에 대한 결측값이 많아 영
양조사항목을 연구에 포함하지 못하여 빈혈의 위험인자인 철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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