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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배경: 최근 비만 발생의 위험요인으로 수면시간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내 연구는 부
족한 상태로 본 연구는 각각 체지방률 및 체질량지수를 기준으로 하여 비만과 수면시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하
였다.
방법: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대학병원 가정의학과 외래에 내원하여 식이설문, 체성분 분석 등을 받은 484명의
환자들 중, 체중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성 질환, 비만 치료 및 체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 복용 경력이
있는 자를 제외한, 총 362명의 성인여성들을 연구 대상자로 하였다. 설문을 통해 비만의 가족력, 병력, 운동량, 주말
및 주중 평균 수면시간, 식이습관 등을 조사하였고, 키, 몸무게, 체질량지수 및 체성분은 생체전기 저항 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을 하루 평균 7시간 미만, 7~7.9시간, 8시간 이상 수면시간에 따라 세 군으로
분류한 후 분산분석, 카이제곱 검정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체지방률과 체질량지수에 따른 비만군의 비
율과 교차비를 구하였다.
결과: 체지방률 30% 이상을 비만의 기준할 경우, 7~7.9시간 수면군에서 비만에 속하는 비율이 46.7%로 가장
낮았으며(P = 0.112), 체질량지수 25 이상을 비만으로 정의한 경우도 7~7.9시간 수면군에서 비만에 속하는 비율이
10.5%로 가장 낮았다(P = 0.059). 7~7.9시간 수면군을 기준군으로 하여 체지방률과 체질량지수에 의한 비만의 교
차비를 구한 결과 7시간 미만 수면군과 8시간 이상 수면군의 비만 교차비가 각각 2.20 (95% 신뢰구간 1.01~4.80)
과 2.21 (95% 신뢰구간 1.14~4.27)로 유의하게 증가했다.
결론: 본 연구 결과에서 하루 7~7.9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경우 체지방률 및 체질량지수를 기준으로 한 비만의
교차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비만 위험도와 수면시간의 인과관계를 밝혀 줄 수 있는 전향적인 연구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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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2)

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많은 연구결과에서 밝혀져 왔다.

론

이에 따라 비만의 치료가 중요한 건강관리의 한 부분으로
전 세계적으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혈관질환 및

다루어지고 있고, 비만의 발생과 예방에 대한 다양한 연구

암질환의 발생률과 사망률 증가에 비만이 직접적인 위험요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전 연구들을 통하여 가족력,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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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여성에서 수면시간과 비만과의 관련성 －

습관, 운동량, 기타 생활습관 등이 비만의 위험요인으로 널

복용력, 운동량, 주말 및 주중 평균 수면시간, 직업 등에 대

리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수면 시간과 수면의 질이 비만

한 기초 정보를 조사하였다. 하루 평균 섭취열량은 반정량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9)
적 빈도법에 의한 식이설문 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키와 몸무게, 체질량지수 및 체성분은 생체전기 저항 측

중년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Nurse Health
Study에서는 수면시간이 부족할수록 비만의 위험도가 커진
3)

4)

5)

정기(bioelectric impedance, Inbody 3.0, Korea)

10,11)

를 이용

다 는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Chapeu JP. 등 , Ko GT. 등 ,

하여 측정하였다. 전문 운동 처방사 1인에 의하여 허리둘레

Gangwisch JE. 등6), Vorona RD. 등7)의 다른 연구에서는

와 엉덩이 둘레를 측정하였다. 허리둘레는 직립자세에서 늑

어린이 및 성인남녀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연령과 성별, 운

골의 가장 아래 부분과 골반 장릉골(iliac crest) 사이의 가

동량 등을 보정하였을 때, 7~8시간의 적절한 수면을 취할

장 가는 부위를, 엉덩이 둘레는 엉덩이 돌출부의 가장 긴 부

경우 비만의 위험도가 가장 낮은 U자형의 상관관계를 보인

위를 각각 cm로 측정하였다.

다고 보고한 바 있다. 수면시간이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기

수면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구대상자들의 우울 및

전으로는 현재, 수면 중의 Leptin, Ghrelin 등의 호르몬 변

불안, 스트레스, 피로도 정도는 설문지 형태의 측정도구를

8)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각각 7개의 우울, 불안 측정 항목으로

화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비만과 수면시간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12)
구성된 한국판 Hospital depression-anxiety scale 을 사용

거의 보고된 바가 없으며, 이전의 해외 연구들은 주로 체중

하여 우울, 불안 정도를 평가하였다. 각 항목은 0~3까지의

이나 체질량지수를 비만의 기준으로 삼아 수면시간과 비만

점수를 가지며 각각 7항목의 점수를 합하여 우울, 불안 정

과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있으며, 비만의 가족력이나 섭취

도를 측정하였다. 스트레스는 각각 1~5점의 척도를 갖는 5

칼로리, 우울, 불안 등의 정신적 요인 등 수면과 비만에 관

13)
개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Modified Bepsi stress scale 을

련된 주요 교란변수들이 포함되지 않은 연구들이 대부분을

이용하였다. 스트레스 정도는 각 항목의 점수를 합친 후 5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로 나눈 점수로서 평가되었다. 피로도는 Fatigue severity

병력, 약물 복용력, 섭취 열량, 운동, 비만의 가족력, 기타

14)
scale 을 이용하여 9항목에 걸쳐 1~7점의 척도로 측정한

생활습관뿐만 아니라 기타 수면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후 모든 항목의 점수를 합한 후 9로 나눈 점수를 피로도로

우울, 불안, 스트레스, 피로 등 정신적 요인을 연구에 포함

정하였다.

시켜 보다 많은 주요 교란변수을 통제함으로써 수면시간과

3. 통계 분석

체질량지수 및 체지방량을 기준으로 한 비만 사이의 독립적

모든 자료는 SPSS (version 11.5)를 이용하여 통계분석

인 관련성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을 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을 수면시간에 따라 세 군으로 나
눈 후 연속형 변수자료는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평균 ± 표준

연구 대상 및 방법

편차로 제시하고, 범주형 자료는 %로 기술한 후 카이제곱

1. 연구대상

검정을 통하여 세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서울에 소재한 대학병원 가정의

였다. 수면시간과 비만 사이의 독립적인 관련성을 보기 위

학과 외래에 피로, 비만, 건강 증진을 주소로 내원하여 식이

해서 유의한 혼동 변수를 단계적으로 보정하는 3개 모델의

설문, 체성분 분석 등을 받은 484명의 환자들 중, 체중 감소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수면시간에 따른 비만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성 질환자 및 비만 치료력이 있

의 교차비를 구하였다.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

는 자, 체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한 자를 제외

로 유의한 것으로 하였다.

하고, 총 362명의 여성들을 연구 대상자로 하였다.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하여 참여자가 120명으로 소수이고 남성과

연구 결과

여성의 경우 비만의 양상이 다르므로 함께 분석하기에 제한

1. 연구 대상의 기본적 특성

점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을 하루 평균 수면시간에 따라 7시간 미만,

연구대상자들은 대한비만학회에서 제시한 체질량지수 25
2

kg/m 이상, 또는 체지방 30% 이상인 경우에 비만군으로

7~7.9시간, 8시간 이상 세 군으로 분류하고, 기본적인 특징

분류되었다.

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1과 같았다. 적정 수면 시간인
7~7.9시간에 해당하는 연구 대상자들은 총 95명으로 전체

2. 측정 변수

연구대상자의 26%를 차지하였으며, 7시간 미만 수면군이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생활습관을 묻는 설문지를 통하여

48.9% (177명)로 가장 많았다.

비만의 가족력 및 치료력, 환자의 병력, 흡연력, 음주,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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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수면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평균연령이 3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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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by sleep duration
Sleep duration (hours/day)
< 7
7~7.9
Variables
(N = 177)
(N = 95)
Mean (SD)
Mean (SD)
Age (year)
44.4 (13.7)
37.90 (13.0)
Total energy intake (kcal/day)
964 (716)
1152 (814)
Blood pressure
Systolic
122.7 (16.7)
121.5 (15.6)
Diastolic
82.3 (47.7)
77.8 (10.5)
Hospital depression-anxiety scale
Depression
6.44 (2.71)
6.85 (5.64)
Anxiety
8.86 (3.86)
9.62 (3.56)
Modified Bepsi stress scale
2.63 (0.94)
2.78 (0.98)
4.01 (1.34)
4.14 (1.37)
Fatigue severity scale
n (%)
n (%)
5 (2.8)
2 (2.1)
Family history of obesity
Regular exercise (≥ x3/week)
44 (24.9)
21 (22.1)
Current smokers
6 (3.4)
3 (3.2)

Table 2. Anthropometric measurements of study participants
Sleep
< 7
Variables
(N = 177)
Mean (SD)
Height (cm)
156.84 ( 7.30)
Weight (kg)
65.23 (12.86)
2
26.67 ( 6.35)
Body mass index (kg/m )
Waist circumference (cm)
87.96 (11.15)
Hip circumference (cm)
97.50 ( 7.38)
Lean body mass (kg)
38.54 ( 7.70)
Fat mass (kg)
24.74 (10.36)
33.04 ( 7.88)
% Body fat
n (%)
97 (54.7)
% body fat ≥ 30
Body mass index ≥ 25
41 (23.3)

by sleep duration
duration (hours/day)
7~7.9
(N = 95)
Mean (SD)
158.10 ( 5.19)
64.93 (13.32)
25.93 ( 5.00)
87.36 (11.94)
96.95 (10.42)
39.02 ( 9.55)
24.27 (10.92)
32.73 ( 7.55)
n (%)
44 (46.7)
10 (10.5)

≥ 8
(N = 90)
Mean (SD)
33.39 (13.0)
1303 (1643)

< 0.001
0.056

120.5 (16.21)
74.6 (12.17)

0.590
0.221

6.31
8.70
2.76
4.16
n
4
24
8

(2.30)
(4.47)
(0.95)
(0.15)
(%)
(4.4)
(26.6)
(8.9)

≥8
(N = 90)
Mean (SD)
158.42 ( 6.94)
66.63 (14.12)
26.45 ( 4.76)
87.23 (11.90)
98.32 ( 8.70)
37.95 ( 7.29)
25.03 ( 9.79)
34.65 ( 8.88)
n (%)
56 (62.2)
17 (18.9)

P

0.567
0.221
0.375
0.675
P
0.636
0.806
0.085

P
0.113
0.478
0.847
0.709
0.549
0.705
0.894
0.245
P
0.112
0.059

13.0세로 가장 낮았으며, 수면시간이 7시간 미만군의 경우

시간 수면군에서 46.7%로 가장 낮았고, 8시간이상 수면군

평균연령이 44.40 ± 13.7세로 가장 높아, 수면시간이 길수

에서 62.2%로 가장 높았으며 7시간 미만 수면군은 54.7%

록 연령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P < 0.001). 하루 평균

였다. 세 군 사이에 비만 비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열량 섭취량은 7시간 미만 수면군에서 969 ± 716 kcal로

않았다(P = 0.112).

가장 적고(P = 0.056), 8시간 이상 수면군의 경우 흡연자

체질량지수가 25 이상인 경우를 비만의 기준으로 하였을

비율이 9.0%로 가장 높았으나(P = 0.085), 통계적으로 유의

때, 7~7.9시간 수면군에서 비만 비율이 10.5%로 가장 낮았

하지는 않았다. 이 외에 혈압, 우울, 불안, 스트레스, 피로

고, 7시간 미만 수면군에서 23.3%로 가장 높았으며, 8시간

정도 및 비만의 가족력, 규칙적인 운동습관 등도 세 군 사이

이상 수면군의 경우 18.9%가 비만에 속하였으나 통계적으

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로 유의하지 않았다(P = 0.059).

2. 수면 시간에 따른 신체계측치 및 비만비율

3. 수면시간과 비만과의 관련성

Table 2에서와 같이 세 군 사이에 키, 몸무게, 체질량지

체지방률이 30% 이상인 경우를 비만의 기준으로 하였을

수,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 제지방량, 체지방량, 체지방률의

때, 7~7.9시간 수면군에 비하여 7시간 미만 수면군과 8시간

평균치를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상 수면군의 비만 교차비가 모두 증가하였으나 7시간 미

체지방률이 30% 이상으로서 비만에 속하는 비율은 7~7.9

만 수면군의 경우만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모델 3: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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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Odds ratios for obesity (% body fat ≥ 30) by sleep duration
Model 1
Model 2
OR (95% CI)†
OR (95% CI)†
Sleep duration (hours/day)
*
*
< 7
2.58 (1.21~5.48)
2.20 (1.01~4.78)
7~7.9
reference
reference
≥8
1.75 (0.75~4.09)
1.25 (0.56~3.07)
* P < 0.05.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b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Model 1: adjusted for age.
Model 2: adjusted for age, total calory intake and exercise.
Model 3: adjusted for age, total calory intake, exercise, smoking and family history of obesity.

Model 3
OR (95% CI)†
*

2.20 (1.01~4.80)
reference
1.19 (0.48-2.96)

Table 4. Odds ratios for obesity (body mass index ≥ 25) by sleep duration
Model 1
OR (95% CI)†

Model 2
OR (95% CI)†

Model 3
OR (95% CI)†

Sleep duration (hours/day)
< 7
1.30 (0.77~2.18)
1.40 (0.80~2.43)
7~7.9
reference
reference
*
*
≥8
2.04 (1.11~3.72)
2.30 (1.20~4.42)
* P < 0.05.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b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Model 1: adjusted for age.
Model 2: adjusted for age, total calory intake and exercise.
Model 3: adjusted for age, total calory intake, exercise, smoking and family history of obesity.

1.40 (0.80~2.45)
reference
*
2.21 (1.14~4.27)

여하여 비만의 위험도를 높인다고 가설이 실제로 많은 연구

비 2.20, 95% 신뢰구간 1.01~4.80) (Table 3).
체질량지수 25 이상을 비만으로 정의하고, 7~7.9시간 수

8,15)

결과에서 확인되고 있다.

면군을 기준군으로 하여 수면시간에 따른 비만 교차비를 구

Taheri 등8)의 연구에서는 7.7 시간을 가장 적당한 수면시

한 결과는 Table 4과 같았다. 연령만 보정한 모델 1과 연령,

간으로 제시하며 7.7시간의 수면을 취한 경우 체질량지수값

총 섭취열량 및 운동을 보정한 모델 2 및 흡연, 비만의 가족

이 가장 낮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Patel 등3)은 1986년부터

력을 추가로 보정한 모델 3 모두에서 7~7.9시간 수면군에

2002년 동안 68,183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시행한

비하여 7시간 미만 수면군과 8시간 이상 수면군의 비만 교

Nurses' Health Study에서 5시간 미만, 6시간, 7시간, 8시

차비가 모두 증가하였으나 8시간 이상 수면군에서만 통계적

간, 9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하는 군들에서 16년간의 체중

유의성을 나타냈다(모델 3: 교차비 2.21, 95% 신뢰구간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각각 5.63 kg (95% CI 5.17~6.10),

1.14~4.27).

5.16 kg (95% CI 5.02~5.30), 4.91 kg (95% CI 4.80~5.01),
4.74 kg (95% CI 4.61~4.88), 4.91 kg (95% CI 4.56~5.26)

고

로서 7~8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군에서 가장 낮은 체중 증가

찰

율을 보였다. 7시간 수면군을 기준군으로 하였을 때 15 kg
지금까지 시행된 다양한 연구들은 수면시간이 부족할수
록 비만위험도가 증가하는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Quebec
4)

에 거주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Chapeu 등 의 연구, 홍
5)

이상의 체중 증가에 대한 비교 위험도는 각각 1.28 (95%CI
1.15~1.42),

1.10

(95%CI

1.04~1.17),

1.00

(95%CI

0.94~1.07), 1.04 (95%CI 0.92~1.16)이였고, 비만 발생 위험도

콩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Ko 등 의 연구, 미국에

는 각각 1.15 (95%CI 1.04~1.27), 1.06 (95%CI 1.01~1.12),

서 대규모로 시행된 NHANES I의 자료를 토대로 한

1.03 (95%CI 0.97~1.09), 1.03 (95%CI 0.93~1.14)으로서 모

6)

7)

Gangwisch 등 의 연구, Vorona 등 의 연구에서 모두 수면

두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긴 수면시간보다는 수면시간

부족과 비만 발생의 위험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

의 부족이 과도한 체중증가 및 비만에 대하여 더 유의한 관

을 보고한 바 있다.

련이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수면시간이 부족할 때 비만의 위험도가 높

제한된 연구대상자를 포함하는 단면연구인 본 연구를 대

아지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들이 시행되었는데, 그

규모의 전향적 해외연구와 직접 비교하기에는 제한점이 있

결과 체내 호르몬 분비의 변화가 식욕과 에너지 대사에 관

으나,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7시간대의 적절한 수면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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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경우에 비만율이 가장 낮았으며, 이는 각각 체질량지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다.8) 다만 본 연구 참여자의 경우 8

수 및 체지방률을 비만의 기준으로 하였을 때 모두 동일하

시간 이상 수면군에서 큰 차이는 아니지만 주 3회 이상 운

여 이전의 해외 연구결과들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을 확

동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 비만, 피로, 건강증진 등을 주소로

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만의 기준을 체지방률과 체질량

내원한 외래환자를 연구대상으로 한 것이 이전의 지역주민

지수로 각각 달리 하였을 때 7시간 수면군에 비하여 비만의

대상의 역학 연구들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교차비가 각각 7시간 미만 수면군, 8시간 이상 수면군에서

수면시간과 사망률에 대한 이전의 연구결과들을 참고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었다. 이러

보면 남녀별, 대상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8~9시간 이상

한 결과는 성과 연령에 따라 체지방률, 체질량지수의 분포

수면을 길게 취하는 경우는 7시간대 수면을 취하는 경우보

양상이 달라지며, 체질량지수 25에 해당하는 체지방률이 남

다 질병과 독립적으로 사망률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

녀에서 각각 22.54%, 31.99~33.46%로 나타나 체질량지수

다.

와 체지방률에 의한 비만기준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이전 연

험요인이란 점을 감안하면 긴 수면 시간에 따른 비만도 그

16)

구결과 가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23,24)

따라서 긴 수면시간, 그 자체가 사망률을 높이는 위

원인중 하나로 작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면 부족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비만의 위험도를 높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 긴 수면시간이 비만이나 높

이는지에 대한 가설 중에서 수면 부족의 결과가 시상하부와

은 사망률의 원인인지, 아니면 그 결과인지 또는 생활습관

뇌하수체의 기능에 변화를 주게 되어 Leptin이 감소하고

을 단순한 반영하고 있는지 밝혀줄 수 있는 연구들이 필요

15-20)

Ghrelin이 증가하여 식욕이 촉진

되고 당대사에서 인슐

하다.

린 저항성이 늘어 결국 비만의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가설이
8)

본 연구는 피로, 비만, 건강증진을 주소로 내원한 성인여

현재까지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 Taheri 등 의

성의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한 단면연구로서 연구결과를 일

연구에서 1,024명을 대상으로 수면시간에 따른 호르몬의 변

반화시키기 어려우며, 수면시간과 비만 사이의 인과관계를

화가 8시간과 5시간의 비교 결과, Leptin은 15.5% 감소했

명확히 밝힐 수 없는 제한점이 따른다. 또한 코골이, 수면무

21)
고, Ghrelin은 14.9% 증가했으며 Hansen 등 의 연구에서

호흡 증후군 등 수면의 질적인 면을 연구에 포함하지 못하

도 5% 정도 체질량지수 감소가 15%의 Leptin 감소와 12%

였다. 그러나 수면시간을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조사함으로

의 Ghrelin 증가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써 단순히 일평균 수면시간만 물어 본 이전 연구들에 비하

이전 연구에서 남녀 모두 나이가 증가할수록 체지방률이 증

여 일평균 수면시간의 정확성을 보다 높일 수 있었으며, 수

16)

가했다는 결과 를 고려해 볼 때 나이에 따른 체지방률 증

면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적인 생활습관뿐만 아니라

가가 나이에 따른 수면시간 감소와 관련이 있는지 앞으로

우울, 불안, 스트레스, 피로도 및 비만 가족력, 섭취열량 등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7시간 미만의 수면

의 혼동변수들을 광범위하게 함께 조사함으로써 보다 독립

을 취하는 경우 나이가 유의하게 많았고, 섭취 열량은 적게

적인 수면시간과 비만과의 관련성을 얻을 수 있었다는 장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체지방률에 의한 비만 비율은 가장

이 있다고 하겠다. 7시간대의 수면시간이 가장 낮은 비만율

높아 체지방률 증가가 수면시간 감소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과 관련성이 있었다는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수면

시사해 주고 있다.

의 질적인 면을 포함하는 대규모의 전향적 연구를 통하여

과다한 수면을 취하는 경우에 비만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남녀 별로 비만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면시

데 대해서는 8시간 이상의 수면군의 특징에서 그 원인을 찾

간 및 그 기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

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

다.

았지만 과다 수면을 취하는 참여자들의 에너지 섭취량 및
비만의 가족력, 현재 흡연자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우울과

Abstract

불안의 정도가 다른 군에 비해 낮은 반면에 주관적인 피로
도가 높게 확인되었다. 이는 단순히 체내 호르몬의 영향으로

Background: The amount of sleep has recently been

보기 보다는, 동일한 생활권을 유지하는 가족들과 생활하면

added to risk factors for obesity, but studies on this topic

서 비만에 영향을 주는 식생활과 생활습관에 영향을 받게 되

are fairly limited in Korea. We studied th relationship

고, 비만은 그 결과물로 생각할 수 있다. 비만으로 인해 운동

between the amount of sleep and obesity based on body

22)

그로

mass index (BMI) and percent body fat in adult women.

인해 밤중 수면시간이 길어졌다고 추론해 볼 수도 있다. 다

Methods: 484 patients who visited an outpatient clinic

의 강도가 높지 않더라도 쉽게 피곤을 느끼게 되고

른 연구에서도 8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하는 군에서 발생하

of family medicine in a university hospital in Seoul

는 비만 위험도 증가는 호르몬 영향이 아니라 활동시간이

between 2004 and 2007 were recruited. 362 adult women

부족하여 에너지 소비가 감소되고 상대적인 운동량의 부족

were finally included after excluding patients with chr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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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ic diseases and those taking medication that affect

campaign. Int J Obes 2007;31(2):254-60.

body weight were excluded. Family history of obesity,

6. Gangwisch JE, Malaspina D, Boden-Albala B,

past medical history, physical exercise, and sleeping hours

Heymsfield SB. Inadequate sleep as a risk factor for

during weekdays and weekends were obtained through

obesity: analyses of the NHANES I. Sleep 2005;28(10):

questionnaires. Height, weight, BMI, and body composition

1289-96.

were measured using Bioelectric Impedance Analyzer．

7. Vorona RD, Winn MP, Babineau TW, Eng BP, Feldman

Results: Subject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HR, Ware JC. Overweight and obese patients in a

according to sleep duration; less than 7 hours, 7~8 hours,

primary care population report less sleep than patients

and more than 8 hours. When obesity was defined as

with a normal body mass index. Arch Intern Med

percent body fat (≥ 30%), the group with less than 7

2005;165(1):25-30.

hours of sleep had an odd ratio of 2.20 (95% CI

8. Taheri S, Lin L, Austin D, Young T, Mignot E. Short

1.01~4.80) for obesity compared to the group with 7~8

sleep duration in associated with reduced leptin,

hours of sleep. When obesity was defined as BMI (≥ 25),

elevated ghrelin, and increased body mass index.

the group with more than 8 hours of sleep had an odd

PLoS Med 2004;1(3):e62.

ratio of 2.21 (95% CI 1.14~4.27) for obesity compared to

9. 임경숙, 이태영, 박혜순. 청소년용 식품섭취빈도 조사지의

the group with 7~8 hours of sleep after adjusting for

개발 및 타당도 검증.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2003;

covariates.

8(2):149-59.

Conclusion: Our study revealed that inadequate amount

10. 김현수. 비만여성의 신체구성 변화에 대한 임피던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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