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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ion of Sleep Duration with Serum Uric Acid Levels in Korean Adults: An Analysis of the
2016–2018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Data
Sunjoo Chung1, Ga Eun Nam1,*, Youn Huh2, Seungbum Seo1, Chan Mi Park1, Wonsock Kim1, Yang-Hyun Kim1, Kyung-Hwan Cho1
1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Korea University Anam Hospital,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2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Asan Medical
Center, Ulsa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Background: Recent studies have suggested that both sleep duration and serum uric acid levels may be important risk factors for many chronic
diseases. However, there have been only a few studies relating sleep duration with serum uric acid levels, and the results are inconsistent. Thus,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sleep duration and serum uric acid levels in Korean adults.
Methods: Data from 16,712 adults (≥19 years old) who participated in the 2016–2018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were
included in this study. We defined 6–8 hours of sleep duration as adequate sleep. Hyperuricemia was defined as a serum uric acid level ≥7 mg/dL in
male and ≥6 mg/dL in female. The odds ratio of hyperuricemia associated with sleep duration was calculated based on sex and obesity status using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 Female who slept for <6 hours and >8 hours were associated with a significantly higher odds ratio of hyperuricemia than female who slept for
6–8 hours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1.55 [1.22–1.98], 1.27 [1.01–1.58], respectively). However, after adjusting for confounding variables,
the sleep duration was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yperuricemia in both males and females. In addition, the sleep duration was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erum uric acid levels in obese and non-obese participants.
Conclusion: Inadequate sleep duration was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risk of hyperuricemia in Korean adults.
Keywords: Uric Acid; Hyperuricemia; Sleep Duration; Korean; KNHANES

요소에는 수면시간, 코골이, 낮잠 여부 등이 있으며 양질의 수면을

서론

취하지 않았을 때 대사 불균형으로 체내 요산을 비롯한 염증 수치
충분한 수면은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에 필요하며, 수면 부족은

가 상승한다는 연구가 있어왔다.1,2)

인체의 주요 생리 계통 즉 심혈관, 대사, 면역, 생식계를 불균형하게

요산은 핵산의 일종인 퓨린의 대사 산물로, 혈중 요산 농도가 증

만들고 여러 질병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수면의 질을 구성하는

가하는 고요산혈증의 원인으로는 음식이나 대사를 통해 과잉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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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음주량이 남자 7잔(여자 5잔) 이상이고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경

있다. 고요산혈증은 통풍, 신장결석 등과 같은 기전이 명확하게 밝

우로 정의하였다. 유산소 운동 여부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1일 20분

혀진 질환뿐 아니라 만성 신장 질환, 고혈압, 심근경색과 뇌졸중을

이상 주 3회 이상 또는 중강도 신체활동을 1일 30분 이상 주 5회 이

3)

포함한 심혈관계 질환 등 다양한 질환과 관련이 있다. 최근에는 심

상 실천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체질량지수는 체중(kg)/신장(m)2 으로

혈관 질환과 신장 질환의 유병률, 사망률과 연관된 독립적인 위험인

계산하였다.

4)

또 대사 증후군의 지표로 주목받으며 혈중 요산 농도와 현

혈액검사는 8시간 이상 공복 상태인 대상자의 정맥혈을 채취하여

대인의 여러 만성질환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다수의 연구들이 진행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저밀도지단백

중이다.

콜레스테롤, 공복 혈당, 당화혈색소 농도를 측정하였다. 총콜레스테

5,6)

자로,

7)

수면시간과 혈중 요산에 대한 이전 연구는 그 수가 많지 않고 상

롤과 중성지방은 Enzymatic method, 고밀도지단백 및 저밀도지단백

관성에 대해 일정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준다. 2005–2008년 미국 국

콜레스테롤은 Homogeneous colorimetry 법으로 측정하였다. 고밀도

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6,49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수

지단백 콜레스테롤 측정은 2016년도는 연구 결과에 근거한 전환식

면시간이 8시간인 군에서 요산 농도가 가장 낮게 나왔으며, 수면시

을 사용하여 값을 구하였고, 2017–2018년도는 분석 시약의 교정용물

간과 요산 농도의 유의미한 통계적 연관성은 보이지 않았다.1) 2019

질 값을 NIST 표준물질로 재설정하여 분석한 값을 사용하였다. 공

년 55세 이상의 심혈관질환 고위험군 1,842명을 대상으로 스페인에

복 혈당은 헥소키나제 Ultraviolet법을 이용하였고 당화혈색소는 고

서 시행한 연구에서는 수면시간이 감소할수록 혈중 요산 농도가 증

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가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8)

을 이용하였다.

여러 질병의 위험요인으로서 혈중 요산 농도 역할의 중요성이 대
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2016년부터

3. 요산(Uric acid)의 측정과 고요산혈증의 정의

만 10세 이상의 조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혈액 검사에 요산 농도

혈중 요산 농도 측정은 Hitachi automatic biochemical analyzer 7600-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혈중 요산 농도와 관련한 연구를 통계적 수치

210 (Hitachi, Tokyo, Japan) 장비를 이용하여 uricase를 이용한 colori

를 바탕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성인

metry 법으로 측정하였다. 고요산혈증의 정의는 남자는 7 mg/dL 이

남녀에서 수면시간과 혈중 요산 농도와의 관련성을 2016–2018년 국

상, 여자는 6 mg/dL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9)

민건강영양조사를 토대로 조사해 보고자 하였다.
4. 수면시간의 정의

방법

수면시간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설문방식에 따라 참가자의 직접
기입으로 이루어졌다. “평소 주중에 잠자리에 든 시각과 일어난 시

1. 연구 대상

각은 언제입니까?”와 “평소 주말에 잠자리에 든 시각과 일어난 시각

본 연구는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Korea National Health and

은 언제입니까?”에 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주중과 주말 하루 평균

Nutrition Examination Survey)의 1차년도(2016년)와 2차년도(2017년),

수면시간을 산출하였다. 최종 평균 수면 시간은 (주중 하루 평균 수

3차년도(2018년)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단면연구를 진행하였다. 자

면 시간×5+주말 하루 평균 수면시간×2)/7로 계산하였다.

료 수집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순환표본조사로 시행되

미국 수면협회에서 2015년 발표한 수면 권고안에 따르면 성인의

었다. 연구대상자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총 24,269명 중

적정 수면 시간은 65세 미만의 경우 7–9시간, 65세 이상의 경우 7–8

19세 미만인 4,880명과 조사 항목 무응답자 2,668명을 제외한 16,721

시간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65세 미만의 경우 6시간 미만 또는 10시

명이 본 연구의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간 이상의 수면이 적절하지 않으며, 65세 이상의 경우 5시간 미만 또
는 9시간 이상의 수면은 지양할 것을 권고하였다.10) 또 우리나라

2. 조사 변수

40–69세 성인 2,470명을 대상으로 한 수면과 혈관질환의 상관성에

조사 변수로 성별, 연령 등의 인구학적 변수 및 흡연과 음주, 유산

대한 연구 결과 5–7시간 수면할 경우 혈관질환 위험이 가장 낮았으

소 운동 여부 등의 건강행태 변수, 그리고 신체 계측을 통한 체질량

며, 수면시간이 7–9시간인 군과 9시간 이상 군은 심혈관 질환 위험

지수를 고려하였다. 흡연자는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도가 각 1.9배, 2.8배로 높았다.11)

현재 담배를 피우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고위험음주율은 1회 평
Korean J Fam Pract. 2021;11(6):438-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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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세 그룹으로 분류하였고 6–8시간의 수면시간을 적정 수면시간

결과

으로 삼고 기준치(reference)로 정하였다.

Table 1은 연구 대상자들의 수면시간에 따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
다. 대상자 16,721명 중 수면시간이 6시간 미만인 사람은 3,219명,

5. 통계분석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서 제시한 표본가중치를 적

6–8시간은 8,504명, 8시간 초과의 경우 4,998명이었다. 평균 연령은

용하여 IBM SPSS Statistics ver. 21.0 (IBM Co., Armonk, NY, USA)으

수면시간이 6시간 미만인 군의 경우 50.9세, 6–8시간은 45.4세, 8시

로 분석하였다.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는 백분율과 표준오차, 연속변

간 초과 수면 군의 경우 46.8세였다. 성별은 수면시간이 6시간 미만

수에 대해서는 평균값과 표준오차로 표시하였으며 범주형 변수의

인 군의 경우 남성이 48.3%, 6–8시간은 52.6%, 8시간 이상은 46.7%

경우 chi-square 검정을, 연속형 변수의 경우 분산분석을 사용하여

에 해당하였다. 평균 체질량지수는 수면시간이 6시간 미만인 군의

비교하였다. 수면시간과 혈중 요산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세

경우 24.4, 6–8시간은 24.0, 8시간 이상 수면 군의 경우 23.7로 수면

가지 수면시간 그룹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

시간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평균 혈중 요산 농도는 수면시간이

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체질량지수에

6시간 미만 군 및 6–8시간 군에서 5.2 mg/dL, 8시간 초과 수면 군의

따른 수면시간과 혈중 요산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체질량지수

경우 5.1 mg/dL로 표준오차를 고려했을 때 수면시간이 증가할수록

18.5 kg/m2 미만을 저체중(underweight), 18.5 kg/m2 이상 25 kg/m2

요산 농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미만을 정상 및 과체중(normal to overweight), 25 kg/m2 이상을 비만

수면시간과 고요산혈증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한 로지스틱

(obesity)으로 정의하여 총 세 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모델 1에서

회귀분석 결과를 Table 2에서 제시하였다. 전체 성인의 경우 교란 변

는 변수를 보정하지 않았으며, 모델 2에서는 연령과 성별 및 흡연,

수를 보정하지 않은 모델 1과 성별, 나이, 흡연, 음주, 신체활동, 체

음주, 신체활동, 체질량지수, 고혈압, 당뇨병을 보정하여 오즈비

질량지수, 고혈압, 당뇨병의 교란 변수를 보정한 모델 2에서 모두 수

(odds ratio)와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s)을 산출하였다. 통계

면시간과 고요산혈증 간에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남성의

학적 유의 수준은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경우 모델 1에서 적정 수면군에 비해 6시간 미만 수면군의 고요산혈
증에 대한 오즈비는 유의하게 낮았으나(odds ratio [OR], 0.81; 95%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ccording to sleep duration
Characteristic

Sleep duration (hr)
<6 (n=3,219)

6–8 (n=8,504)

>8 (n=4,998)

P-value

Age (y)

50.9±0.4

45.4±0.3

46.8±0.4

<0.001

Sex (male)

48.3 (1.0)

52.6 (0.6)

46.7 (0.8)

<0.001

Current smokera

21.9 (0.9)

22.4 (0.6)

20.0 (0.8)

0.035

Binge drinkingb

14.1 (0.7)

13.7 (0.5)

12.8 (0.6)

0.352

Aerobic physical activityc

44.9 (1.1)

49.0 (0.7)

43.8 (0.9)

<0.001

24.4±0.1

24.0±0.1

23.7±0.1

<0.001

Systolic BP (mmHg)

119.3±0.35

116.9±0.23

117.2±0.31

<0.001

Diastolic BP (mmHg)

76.5±0.22

76.3±0.15

74.9±0.20

<0.001

5.2±0.03

5.2±0.02

5.1±0.02

<0.001

Body mass index (kg/m2)

Uric acid (mg/dL)
Total cholesterol (mg/dL)

194.7±0.84

193.0±0.52

191.7±0.64

0.010

LDL-C (mg/dL)

114.9±0.81

114.3±0.47

113.1±0.58

0.124

HDL-C (mg/dL)

50.8±0.27

51.4±0.18

51.0±0.22

0.163

Triglycerides (mg/dL)

144.8±2.74

136.8±1.88

137.3±2.09

0.034

Fasting glucose (mg/dL)

103.1±0.53

98.9±0.29

99.9±0.40

<0.001

HbA1c (%)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5.8±0.02

5.6±0.01

5.6±0.01

<0.001

24.6 (0.9)

16.8 (0.5)

20.1 (0.8)

<0.001

9.7 (0.6)

6.4 (0.3)

7.9 (0.4)

<0.001

Values are presented as percentage (standard error) or mean±standard error.
BP, blood pressure; LDL-C,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bA1c, glycated hemoglobin.
a
Defined as current smoker and smoking >5 packs of cigarette in lifetime. bDefined as drinking >7 drinks in one place for male and >5 drinks in one place for female at
least twice per week. cDefined as >2 hours and 30 minutes of moderate physical activity or >1 hour of severe physical activity performed in a week.
P-values were obtained by chi-square test or analysis of var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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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Odds ratios (95% confidence intervals) of hyperuricemia according to sleep duration by sex group
Sleep duration (hours)

Table 3. Odds ratios (95% confidence intervals) of hyperuricemia according to sleep duration by obesity status
BMI (kg/m2)

<6

6–8

>8

Model 1

0.93 (0.81–1.09)

1 (reference)

0.97 (0.85–1.09)

Model 1

Model 2

0.96 (0.82–1.12)

1 (reference)

1.06 (0.93–1.20)

Model 2

Sleep duration (hr)
<6

6–8

>8

0.93 (0.25–3.38)

1 (reference)

1.72 (0.68–4.37)

1.20 (0.32–4.51)

1 (reference)

2.20 (0.84–5.78)

<18.5

Total

Male

18.5–24.9

Model 1

0.81 (0.68–0.98)

1 (reference)

0.97 (0.84–1.13)

Model 1

0.94 (0.75–1.18)

1 (reference)

0.94 (0.78–1.13)

Model 2

0.85 (0.71–1.03)

1 (reference)

1.05 (0.91–1.23)

Model 2

0.95 (0.76–1.21)

1 (reference)

0.94 (0.78–1.14)

Female

≥25

Model 1

1.55 (1.22–1.98)

1 (reference)

1.27 (1.01–1.58)

Model 1

0.84 (0.68–1.03)

1 (reference)

1.05 (0.87–1.26)

Model 2

1.26 (0.97–1.63)

1 (reference)

1.21 (0.96–1.53)

Model 2

0.96 (0.78–1.19)

1 (reference)

1.11 (0.92–1.34)

Values are presented as odds ratios (95% confidence intervals).
Model 1 was unadjusted. Model 2 was adjusted for age, sex, smoking status, alcohol consumption, physical activity, body mass index, hypertension, and diabetes mellitus.

Values are presented as odds ratios (95% confidence intervals).
Model 1 was unadjusted. Model 2 was adjusted for age, sex, smoking status, alcohol consumption, physical activity, hypertension, and diabetes mellitus.

confidence interval [CI], 0.68–0.98), 교란 변수를 보정한 모델 2에서는

기능을 손상시켜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해 전신 염증반응이 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여성의 경우 모델 1에서 적정 수면

어나고2,14) 이로 인해 혈중 요산 농도가 상승한다는 것이다.15) 수면시

군에 비해 6시간 미만 수면군(OR, 1.55; 95% CI, 1.22–1.98)과 8시간

간이 감소할수록 혈중 요산 농도가 증가하는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

초과 수면군(OR, 1.27; 95% CI, 1.01–1.58)의 고요산혈증에 대한 오

된 2019년 Papandreou 등의 연구8)가 위 가설들을 뒷받침할 수 있다.

즈비가 유의하게 높았다. 교란 변수를 보정한 모델 2에서는 적정 수

하지만 이 연구는 일반 성인이 아닌 55세 이상의 심혈관질환 고위험

면군에 비해 6시간 미만 수면군과 8시간 초과 수면군의 고요산혈증

군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에 대한 오즈비가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체질량지수

요산 농도와 심혈관계 질환의 연관성을 조사한 많은 연구들이 보

에 따른 수면시간과 고요산혈증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Table

이는 일관성 있는 결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혈중 요산 농도와 심혈

3), 모델 1과 교란 변수를 보정한 모델 2에서 저체중군과 정상 및 과

관계 질환에 더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며, 여성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체중군, 비만군 모두에서 수면시간과 고요산혈증 간에 유의한 관련

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5,16,17) 이에 대한 기전은 밝혀지지

성을 보이지 않았다.

않았지만, 가능성 있는 가설은 에스트로겐이 체내 요산을 신장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폐경 후 나이가 든 여성에게서 요산
농도가 높게 측정되고18)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이 더 높다는 것이다.

고찰

폐경 후 여성에게 호르몬 대체요법 치료를 했을 때 고요산혈증이 감
본 연구에서는 수면시간과 혈중 요산 농도가 유의한 상관관계가

소한 연구들은 이 가설을 뒷받침한다.19) 본 연구는 폐경기 여성을

있을 것이라는 가설하에 19세 이상 성인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단

포함한 성인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였다. 폐경 증상 중 하나가 수면

변량 회귀분석 결과 여성의 경우 적정 수면군(6–8시간)에 비해 6시

장애인데,20,21) 40–69세의 한국 폐경기 여성 2,400명을 대상으로 한

간 미만 및 8시간 초과 수면군에서 고요산혈증의 오즈비가 유의하

2005년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2명이 밤에 잠을 못 자는 것으로 보

게 높았으나, 교란 변수를 보정한 후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

고하였고, 이는 폐경 전 여성의 7.3%에 비해 2–3배 높은 수치다.22)

다. 남성의 경우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체질량지수에

본 연구에서는 적정 수면 시간을 취하지 않은 여성에서만 혈중 요산

따른 수면시간과 요산 농도 역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농도가 유의하게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폐경 후 여성이 수면 장애

적절하지 못한 수면 시간이 혈중 요산 농도를 높이는 기전은 밝

의 비율이 높고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요산 농도가 높게 측정되

혀진 바 없지만, 가능성 있는 기전 중 하나는 수면시간 부족과 적절

었을 것으로 추정한다면 6시간 미만 수면군에서 혈중 요산 농도가

하지 못한 수면이 깊은 잠을 자는 상태인 서파수면을 감소시켜 혈중

남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본 연구의 결과를 일부 설명할 수 있다

12)

카테콜아민 농도가 상승한다는 것이다. 카테콜아민 농도의 상승

고 생각한다. 이는 요산 농도와 심혈관계 질환의 연관성을 조사한

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요인일뿐 아니라, 고요산혈증을 일으킬 수

연구들에서 여성이 더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13)

있다는 연구가 있어왔다. 또 하나의 가설은 수면 부족이 내피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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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1명을 연구대상자로 하였으며 적정 수면시간은 6–8시간으로 정

분화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3,24)

하였고, 고요산혈증은 혈중 요산 농도가 남자는 7 mg/dL 이상, 여

다수의 연구

자는 6 mg/dL 이상으로 정의하였다. 성별과 체질량지수에 따른 수

결과를 바탕으로 체질량지수에 따른 수면시간과 고요산혈증의 유

면시간과 혈중 요산 농도의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변량 로지스

의한 상관관계 가능성을 가정하고 연구를 진행했지만 저체중과 정

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오즈비와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

상 및 과체중군, 비만군에서 수면시간과 혈중 요산 농도 간에 유의

결과: 여성에서 적정 수면군(6–8시간)에 비해 6시간 미만 및 8시간

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초과 수면군에서 혈중 요산 농도가 유의하게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혈중 요산 농도는 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상승한다는 점과
수면시간이 적을수록 높은 체질량지수가 관찰되는

25)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수면시간은 국민건강영양조사

교란 변수를 보정한 회귀분석에서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

의 설문방식에 따라 참가자의 직접 기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

다. 남성의 경우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체질량지수에

면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은 하지 못했다. 또 적정 수면시간에

따른 수면시간과 요산 농도 역시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수면시간 구간을 연구 결과들10,11)에 따라

났다.

나누고 적정 수면시간을 6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정하였는데 여기

결론: 한국 성인에서 적절하지 않은 수면시간은 고요산혈증의 위험

에 코골이, 낮잠 여부와 같은 수면의 질을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은

과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향후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한 추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수면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고 수면시

연구가 필요하겠다.

간을 더욱 세분화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
른 제한점은 혈중 요산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식습관과 신장 질환

중심단어: 요산; 고요산혈증; 수면시간; 한국인; 국민건강영양조사

력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고기, 해산물, 콩, 버
섯과 같은 음식은 고요산혈증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고퓨린 음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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