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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한국의 19세 이상 성인에게서 주중 및 주말 평균 수면시간에 따른 악력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2016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여, 총 4,707명 성인을 대상으로 카이제곱 검정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분석결과 주중 하루 평균 수면시간이 7시간인 군에 비해 9시간 이상인 군의 악력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낮았다. 주말 하루 평균 수면시간이 9시간 이상에서도 7시간 군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0세 이상의
경우 주중 평균 하루 수면시간이 7시간 군에 비해 9시간 이상 군의 악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본 연구에서는
수면시간이 길수록 악력이 감소되는 것과 50세 미만보다 50세 이상에서 악력 감소와 관련하여 더 강한 통계적 유의성
을 관찰하였다. 근력의 감소는 개인의 질병을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인자이며 악력은 이러한 근력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지표로써 관련성에 대한 면밀한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수면시간, 악력, 질병예측인자, 건강상태, 국민건강영양조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leep duration and 
muscle strength in Korean adults aged 19 years and older. The cross-section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2016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data and Chi square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grip strength of those with more than 
weekday average sleep duration of 9 hours was found to be -1.267kg compared with those with 
weekday average sleep duration of 7 hours. The grip strength of those with more than weekend average 
sleep duration of 9 hours was found to be -0.879kg compared with those with weekend average sleep 
duration of 7 hours. In model simultaneously adjusting for both the average weekday and weekend average 
sleep duration, weekday average sleep duration of 9 hours was found to be -1.034kg compared with those 
with weekday average sleep duration of 7 hours. Therefore, careful observation will be required in light 
of the fact that both sleep duration and grip strength can predict future health conditions.

Key Words : Sleep duration, Grip strength, Disease prediction factor, Health status, National Health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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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삶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수면은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며, 부족한 수면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인지 기능 장애를 유발하므로 수면시간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1]. 성인의 적절한 수면시간은 하루 7시간
으로 해당시간 미만의 수면상태는 비만, 당뇨, 고혈압, 심
장질환, 뇌졸중에 대한 질병의 위험을 높이는 것과 관련
이 있다[2-4]. 2017년 OECD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의 
평균 수면시간은 7.7시간으로 OECD 국가 평균 수면시
간인 8.3시간에 비하여 가장 낮은 상태로 조사되었고, 지
난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수면 부족 및 불
면증 관련 의료 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는 전세계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
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32].

수면은 기초적인 생리기능으로 에너지 보존과 신경세
포 및 신체 기능 유지에도 필수적이며 부족하거나 수면
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 인지 기능 및 신체 능력의 감소에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9]. 흥미롭게도 짧은 
수면시간을 유지하는 군과 적절한 수면을 유지하는 군에
게서의 인지 기능의 차이를 연구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
는 특정 유전자 즉 생물학적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10]. 또한 부족한 수면시간과 마찬가지로 긴 수면시간의 
경우에도 사망률, 당뇨병, 심혈관질환 및 비만의 발생률
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1]. 
또한 이동성 제한과 같은 신체 기능의 급격한 감소현상
을 일으키며[12], 신체적 불능(physical impairment) 
상태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 
Auyeung의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2년 간의 추적연
구[14]에 따르면, 테스토스테론 수치와 무관하게 수면시
간은 근육기능과 높은 연관성을 나타내었고, 이러한 신체 
기능의 감소나 불능 상태는 근력의 변화와도 연관 지어 
설명할 수 있어 적당하지 않은 수면시간은 근력의 감소
와 같은 부정적인 건강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간접적
으로 확인할 수 있다[15].

근력의 감소는 개인의 사망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강
력한 인자로 나타났고, 특히 노인에서 더 큰 예측력을 지
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하지만 근력의 감소가 단
순히 근육량의 감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17], 반대
로 근육량의 증가가 반드시 근력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
는 것은 아니다[18]. 따라서 최근에는 체내의 근육량 뿐 
아니라 근력 변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개인의 
건강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임을 밝히기 위

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근력을 측정하는 방
법으로 보행속도와 악력 등의 방법이 있고, 특히 악력의 
경우 다른 방법에 비해 비용 효과적이며, 근력을 측정하
는 가장 단순하고 비교적 간편한 지표로써 이러한 악력
은 아동기에서 초기 성인까지 증가가 분명하고 정점을 
나타내며 중년에 이르기까지 유지된 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이전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19,20]. 

수면시간과 근력간의 연관성은 이미 해외의 다수 선행
연구들을 통해 보고되었고[21], 두 변수간 관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임상 뿐 아니라 공중보건학적 측면으로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아직까
지 국내 인구를 대상으로 수면시간과 근력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일부 선행연구에서
는 두 변수 간의 뚜렷한 통계적 연관성을 보이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난 바 있어[22], 수면시간과 근력간의 관계를 설
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 역시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저자들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의 설문 응답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면시간을 주요 독립변수로 선정하였
고, 근력의 간접적인 지표로 볼 수 있는 악력지수를 종속
변수로 설정하여 인구 사회학적, 건강행동 변수들을 통제
하고 두 변수간의 관계를 독립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중 악력 

및 수면 시간 변수의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2016년 자료
만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전국규모의 조사로서 1차년도 조사구는 192개의 표본 
조사구 내에서 양로원, 군대, 교도소 등의 시설 및 외국인 
가구 등을 제외 제외한 가구 중 가구원수 감소 및 참여율 
하락으로 1만명의 조사 대상자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20개에서 23개 표본가구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계통추출
법을 사용하여 선정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 조사구, 가구
를 1,2차 추출단위로 하는 2단계 층화집락표본추출 방법
을 사용하였으며, 10,806명의 조사 대상자 중 응답은 
8,150명으로 참여율은 75.4%였다. 본 연구에서는 19세 
이상 성인에서 결측값이 존재하는 1,675명의 대상자를 
제외하여 최종 4,707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2 연구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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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나이, 성별, 거주 지역, 가구소득, 교육

수준, 결혼상태, 최근 1년간의 음주 빈도, 흡연여부, 비만 
여부로 설정하였다. 나이는 19-29세, 30-39세, 40-49
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거주 
지역은 서울과 광역시(대전, 대구, 부산, 인천, 광주, 울산 
포함)와 그 외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가구소득은 국민건
강영양조사에서 제시된 하, 중하, 중상, 상으로 나누었고,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상으로 구분하였다. 결혼상태는 기혼과 미혼(이혼 포함)
으로 분류하였으며, 지난 1년동안 평균 음주 횟수는 “전
혀 마시지 않음”, “월 2-4회”, “주2-3회”, “주 4회이상”으
로 분류하였다. 현재 흡연여부에 대해서는 “매일피움”, 
“가끔피움”, “과거흡연자”, “피운적 없음”으로 구분하였으
며, 비만 여부는 체질량지수(BMI) 기준으로 “BMI<18.5”, 
“18.5≤ BMI< 25”, “25≤BMI”으로 구분하였다[32].

2.2.2 하루 평균 수면시간
본 연구에서는 2개의 주요 독립변수가 존재하며 이는 

주중 하루 평균 수면시간과 주말 하루 평균 수면시간이
다. 주중 수면시간은 “평소, 주중(또는 일하는 날)에 잠자
리에 든 시각과 일어난 시각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지
를 통해 잠자리에 든 시각과 일어난 시각에 대한 응답으
로 평균 주중 수면시간을 계산하였다. 주말 수면시간은 
“평소, 주말(또는 일하지 않는 날, 일하지 않는 전날)에 
잠자리에 든 시각과 일어난 시각은 언제입니까?” 라는 질
문지를 통해 잠자리에 든 시각과 일어난 시각에 대한 응
답으로 평균 주말 수면시간을 계산하였다. 이러한 계산을 
통해 주중과 주말 평균 수면시간은 미국수면의학회의 발
표를 근거로 하여 5시간 이하, 6시간, 7시간, 8시간 9시
간 이상으로 분류하였다[23].

2.2.3 악력지수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수는 악력지수를 활용하였다. 악

력은 제6기 2차년도(2014) 국민건강영양조사부터 디지
털 악력계(digital grip strength dynamometer, 
T.K.K 5401, Japan)을 이용하여 악력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양손을 교대로 3회씩 총 6회로 측정하였으며, 주로 
사용하는 손(오른손, 왼손, 양손)에 대해서도 질문지를 설
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차로 악력을 측정할 때 주로 
사용하는 손의 악력 값을 이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양손이라고 응답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임의로 

1차로 측정한 왼손 악력 값을 이용하였으며, 이때 왼손 
악력 값이 결측일 경우 1차로 측정한 오른손 악력 값을 
이용하였다[33].

2.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정리와 통계분석은 SAS 

ver. 9.4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이용
하였다. 먼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표본이 모집단
을 대표할 수 있도록 가중치를 적용한 복합표본 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수면시간 외에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과 악력과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주중 및 주말 하루 평균 수면시간과 악력의 관련
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구 사회학적 요인, 건강행태별 
요인을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
용하여 교차비(odds ratio)를 분석하였다 (Model 1= Sleep 
duration(weekday) adjusted by, Model 2 = Sleep 
duration(weekend), Model 3 = adjusted all variable). 
모든 분석에서 유의수준(α)은 0.05이하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하루 평균 수면시
    간에 따른 악력의 차이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악력
과의 유의성 검정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분석에 포함
된 최종 참여자는 4,707명이며, 참여자의 평균 악력지수
는 29.27kg이었다. 주중 평균 하루 수면시간이 5시간 이
하인 군은 416명(8.8%), 평균 악력은 28.38kg(SD: 
10.67kg)이었고, 9시간 이상인 군은 721명(15.3%), 평
균 악력은 26.74kg(SD: 9.93kg)이었으며 수면 시간에 
따른 악력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주말
평균 하루 수면시간이 5시간 이하인 군은 293명(6.2%), 
평균 악력지수는 28.84kg(SD: 10.65kg)이었고 9시간 
이상인 군은 1,423명(30.2%), 악력지수는 28.61kg(SD: 
10.36kg)이었으나, 주말 평균 수면시간에 따른 악력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연령, 성별, 소득, 교
육수준, 결혼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음주, 흡연, 체질량 
지수에 따라서 악력지수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2 주중 및 주말 평균 수면시간과 악력간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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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Grip strength
P

N % Mean SD
Sleep duration (weekday) (hr) .000

≤5 416 8.8 28.38 10.67
6 870 18.5 30.10 10.32
7 1,518 32.3 30.15 10.32
8 1,182 25.1 29.37 10.37

≥9 721 15.3 26.74 9.93
Sleep duration (weekend) (hr) .212

≤5 293 6.2 28.84 10.65
6 522 11.1 29.81 10.59
7 1,129 24.0 29.54 10.28
8 1,340 28.5 29.61 10.28

≥9 1,423 30.2 28.61 10.36
Age .001

19-29 615 13.1 30.22 10.31
30-39 936 19.9 31.51 10.57
40-49 970 20.6 31.31 10.67
50-59 860 18.3 29.55 9.76
60-69 743 15.8 27.30 9.51
≥70 583 12.4 23.35 8.74

Gender .001
Male 2,240 47.6 37.02 8.80

Female 2,467 52.4 22.23 5.54
Residential region .233

Metropolitan 998 21.2 29.42 9.82
Urban 1,109 23.6 28.60 10.43
Rural 2,600 55.2 29.49 10.54

Household income .001
Low 765 16.3 24.87 9.84

Middle Low 1,148 24.4 28.96 10.34
Middle high 1,345 28.6 30.55 10.22

High 1,449 30.8 30.63 10.15
Education .001

≤Elementary 811 17.2 22.88 8.68
Middle school 449 9.5 27.85 10.02
High School 1,574 33.4 30.28 10.11

≥College 1,873 39.8 31.52 10.18
Marital status .004

Married 3,865 82.1 28.82 10.26
Single 842 17.9 31.30 10.65

Self-rated health .014
Good 1,435 30.5 30.88 10.27

Moderate 2,419 51.4 29.26 10.41
Bad 853 18.1 26.57 9.85

Alcohol consumption during a year .000
Nothing 856 18.2 24.85 8.80

2-4 times per month 2,683 57.0 28.74 10.20
2-3 times per week 794 16.9 33.53 10.14

4 times or more per week 374 8.0 34.11 10.17
Smoking status .000

Everyday 824 17.5 36.58 9.78
Sometimes 141 3.0 35.01 10.63

Former smoker 1,095 23.3 34.01 9.54
Nothing 2,647 56.2 24.72 8.34

BMI .001
<18.5 181 3.9 24.19 7.96   

18.5-25 2,917 62.0 28.23 9.76   
≥25 1,609 34.2 31.71 11.14   
Total 4,707 100 29.27 10.37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f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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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p   strength (n=4,707)
Model 1* Model 2* Model 3**

B 95%   CI P B 95%   CI P B 95%   CI P
Sleep duration (weekday) (hr)

≤5 0.222 -0.462 0.906 .524 -0.041 -0.881 0.800 .924
6 0.730 0.208 1.251 .006 0.652 0.058 1.246 .032
7 ref ref
8 0.037 -0.440 0.515 .878 0.278 -0.250 0.806 .303

≥9 -1.267 -1.832 -0.703 .001 -1.034 -1.697 -0.370 .002
Sleep duration (weekend) (hr)

≤5 0.292 -0.519 1.103 .480 0.338 -0.651 1.327 .504
6 0.420 -0.232 1.071 .207 0.037 -0.703 0.776 .922
7 ref ref
8 -0.491 -0.990 0.007 .054 -0.529 -1.077 0.019 .058

≥9 -0.879 -1.375 -0.382 .001 -0.438 -1.025 0.148 .143
Age

19-29 7.656 6.575 8.736 .001 7.859 6.773 8.945 .001 7.781 6.695 8.867 .001
30-39 7.936 7.095 8.776 .001 8.140 7.295 8.986 .001 8.043 7.197 8.888 .001
40-49 7.342 6.542 8.142 .001 7.582 6.781 8.383 .001 7.436 6.632 8.240 .001
50-59 5.935 5.174 6.697 .001 6.099 5.338 6.859 .001 5.966 5.204 6.728 .001
60-69 ref 3.318 4.734 .001 4.124 3.415 4.833 .001 4.041 3.333 4.749 .001
≥70 ref ref

Gender
Male 14.355 13.850 14.860 .001 14.362 13.857 14.867 .001 14.368 13.864 14.873 .001

Female ref ref ref
Residential region

Metropolitan -0.062 -0.527 0.402 .793 -0.031 -0.496 0.434 .896 -0.064 -0.529 0.400 .786
Urban -0.369 -0.810 0.071 .100 -0.390 -0.832 0.052 .084 -0.383 -0.823 0.058 .089
Rural ref ref ref

Household income
Low -1.354 -1.998 -0.709 .001 -1.410 -2.054 -0.765 .001 -1.360 -2.004 -0.715 .001

Middle Low -0.417 -0.929 0.096 .111 -0.448 -0.962 0.066 .087 -0.428 -0.940 0.085 .102
Middle high 0.157 -0.319 0.633 .518 0.120 -0.357 0.597 .622 0.141 -0.335 0.617 .562

High ref ref ref
Education

≤Elementary -2.049 -2.757 -1.340 .001 -2.103 -2.813 -1.394 .001 -2.043 -2.752 -1.335 .001
Middle school -0.886 -1.614 -0.158 .017 -0.988 -1.716 -0.259 .008 -0.893 -1.621 -0.165 .016
High School 0.050 -0.399 0.499 .827 0.003 -0.446 0.453 .989 0.053 -0.397 0.502 .819

≥College ref ref ref
Marital status

Married 1.060 0.346 1.774 .004 1.020 0.305 1.735 .005 1.054 0.340 1.767 .004
Single ref ref ref

Self-rated health
Good 0.708 0.151 1.265 .013 0.754 0.197 1.312 .008 0.725 0.168 1.281 .011

Moderate 0.170 -0.332 0.672 .507 0.224 -0.279 0.727 .384 0.192 -0.310 0.694 .453
Bad ref   ref ref

Alcohol consumption during a year
Nothing -1.186 -1.976 -0.395 .003 -1.160 -1.952 -0.368 .004 -1.175 -1.965 -0.385 .004

2-4 times per 
month -0.256 -0.964 0.451 .478 -0.158 -0.867 0.551 .663 -0.218 -0.926 0.490 .546

2-3 times per 
week 0.058 -0.720 0.836 .885 0.176 -0.603 0.956 .658 0.090 -0.688 0.868 .821

4 times or more 
per week ref ref ref

Smoking status
Everyday 1.146 0.532 1.760 .000 1.105 0.490 1.721 0.000 1.119 0.505 1.734 .000

Sometimes 1.303 0.205 2.401 .020 1.261 0.160 2.362 0.025 1.256 0.157 2.354 .025
Ex-smoker 0.077 -0.486 0.639 .790 0.084 -0.480 0.647 0.771 0.073 -0.490 0.635 .800

Nothing ref ref ref
BMI

<18.5 -4.579 -5.555 -3.603 .001 -4.534 -5.513 -3.555 .001 -4.539 -5.516 -3.562 .001
18.5-25 -1.883 -2.270 -1.496 .001 -1.852 -2.240 -1.464 .001 -1.868 -2.255 -1.481 .001

≥25 ref ref ref
*Adjusted for age, gender, residential region, household income, education, marital status, self-rated health, alcohol consumption during a year, smoking 
status, and BMI.

**Adjusted for sleep duration (weekend), age, gender, residentialregion, house hold income, education, marital status, self-rated health, alcohol 
consumption during a year, smoking status, and BMI

Table 2. Association between sleep duration and grip strength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7권 제12호440

Grip   strength
Model 1 Model 2 Model 3

B 95%   CI P B 95%   CI P B 95%   CI P
 Male (n=2,240)

Sleep duration (weekday) (hr)    
≤5 1.103 -0.072 2.277 .066 1.211 -0.225 2.647 .098
6 0.995 0.127 1.862 .025 0.849 -0.160 1.859 .099
7 ref ref
8 0.263 -0.527 1.053 .514 0.767 -0.127 1.660 .093

≥9 -1.459 -2.417 -0.500 .003 -1.100 -2.241 0.041 .059
Sleep duration (weekend) (hr)

≤5 0.187 -1.148 1.522 .783 -0.574 -2.192 1.044 .487
6 0.677 -0.396 1.750 .216 0.096 -1.147 1.338 .880
7 ref ref
8 -0.817 -1.645 0.011 .053 -1.094 -2.026 -0.162 .021

≥9 -1.113 -1.949 -0.276 .009 -0.724 -1.719 0.271 .154
Female (n=2,467)

Sleep duration (weekday) (hr)
≤5 -0.546 -1.284 0.193 .147 -0.867 -1.781 0.048 .063
6 0.478 -0.101 1.057 .105 0.552 -0.096 1.201 .095
7 ref ref
8 -0.038 -0.570 0.494 .888 -0.016 -0.595 0.564 .958

≥9 -0.705 -1.323 -0.088 .025 -0.674 -1.393 0.045 .066
Sleep duration (weekend) (hr)

≤5 0.014 -0.896 0.923 .977 0.670 -0.448 1.789 .240
6 0.038 -0.693 0.769 .919 -0.246 -1.062 0.570 .555
7 ref ref
8 -0.113 -0.668 0.441 .689 -0.052 -0.650 0.546 .864

≥9 -0.372 -0.918 0.174 .182 -0.059 -0.700 0.583 .858
49 years or less (n=2,521)

Sleep duration (weekday) (hr)
≤5 0.416 -0.551 1.384 .399 0.306 -0.757 1.369 .573
6 0.791 0.092 1.490 .027 0.752 0.012 1.492 .046
7 ref ref
8 0.338 -0.300 0.976 .299 0.354 -0.312 1.020 .297

≥9 -0.788 -1.552 -0.025 .043 -0.824 -1.655 0.006 .052
Sleep duration (weekend) (hr)

≤5  0.406 -0.898 1.710 .542 0.295 -1.121 1.711 .683
6 0.476 -0.536 1.488 .356 0.138 -0.931 1.207 .800
7 ref ref
8 -0.082 -0.768 0.605 .816 -0.096 -0.808 0.615 .791

≥9   -0.237 -0.903 0.429 .485  0.049 -0.679 0.777 .895

 50 years or more (n=2,186)
Sleep duration (weekend) (hr)

≤5 0.022 -0.934 0.978 .964 -0.433 -1.808 0.942 .538
6 0.662 -0.105 1.429 .091 0.606 -0.382 1.595 .229
7 ref ref
8 -0.238 -0.943 0.467 .508 0.415 -0.469 1.299 .358

≥9 -1.627 -2.452 -0.802 .000 -1.006 -2.153 0.141 .086
Sleep duration (weekend) (hr)

≤5 0.106 -0.921 1.133 .840 0.454 -1.014 1.922 .545
6 0.319 -0.524 1.161 .458 -0.086 -1.166 0.995 .877
7 ref ref
8 -0.827 -1.541 -0.113 0.023 -1.028 -1.918 -0.138 0.024

≥9 -1.416 -2.158 -0.674 0.000 -0.854 -1.888 0.180 0.106

Table 3. Association between sleep duration and grip strength by gender and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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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는 주중 평균 하루 수면시간 및 주말 평균 하
루 수면시간과 악력간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해 통제변수
를 보정한 다중회귀 분석을 한 결과이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수 및 건강행태 변수를 보정
한 주중 평균 하루 수면시간을 나타낸 Model 1의 경우
에는 주중 평균 하루 수면시간 7시간인 군에 비해 9시간 
이상인 군의 악력이 –1.267kg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01). 또한 인구사회학적 변수 및 건강행태 
변수를 보정한 주말 평균 하루 수면시간을 나타낸 
Model 2의 경우에는 주말 평균 하루 수면시간이 7시간
인 군에 비해 9시간 이상인 군의 악력은 –0.879kg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01). 또한 주중 평균 
하루 수면시간과 주말 평균 하루 수면시간을 동시에 보정
하여 분석한 Model 3의 경우에는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산팽
창인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진단한 결과 
모두 2 이하의 결과를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 주중 평균 하루 수면시간
이 7시간인 군에 비해 9시간 이상인 군에서 악력이 
-1.034kg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02) 

Table 3은 성별과 나이에 따라 주중 평균 하루 수면
시간과 주말 평균 하루 수면시간과 악력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른 통제변수를 보정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이다. 분석결과 Model 1에서 남자의 경우 주중 평
균 하루 수면시간이 7시간인 군에 비해 9시간 이상인 군
의 악력이 –1.459kg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p=0.003). Model 2에서 남성은 주말 평균 하루 수면시
간이 7시간인 군에 비해 9시간 이상인 군의 악력은 
-1.113kg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09). 
Model 1에서 여자의 경우 주중 평균 하루 수면시간이 7
시간인 군에 비해 9시간 이상인 군의 악력이 –0.705kg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25). Model 2에서 여
성은 주말 평균 하루 수면시간이 7시간인 군에 비해 9시
간 이상인 군의 악력은 –0.372kg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 0.182). Model 1의 
50세 미만의 경우 주중 평균 하루 수면시간이 7시간인 
군에 비해 9시간 이상인 군의 악력이 –0.788kg으로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으며 (p=0.043), Model 2의 50
세 미만의 경우 주말 평균 하루 수면시간이 7시간인 군
에 비해 9시간 이상인 군의 악력은 –0.237kg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0.485). 50세 이상의 
경우 Model 1에서 주중 평균 하루 수면시간이 7시간인 

군에 비해 9시간 이상인 군의 악력이 –1.627kg으로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 0.000). 또한 Model 2의 
50세 이상에서 주말 평균 하루 수면시간이 7시간인 군에 
비해 9시간 이상인 군의 악력은 –1.416kg으로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0). Model 3
의 남성과 여성의 경우에는 주중 평균 하루 수면시간이 
7시간인 군에 비해 9시간 이상인 군에서 악력이 -1.100kg, 
-0.674kg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
다(p=0.059, p=0.066).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의 경우
에서도 -0.824kg, -1.006kg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895, p=0.086). 

4. 고찰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변수, 건강상태 및 행동 변수와 독립적으로 주중과 주말 
평균 수면시간과 근력간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근
력의 지표로서 악력지수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적
절한 수면시간(7시간)에 비해 수면시간이 길어질수록 악
력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주중 
평균 하루 수면시간에서 더 강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시간이 짧은 대상자에게서는 악력의 감소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성별과 나이
에 따른 층화 분석 결과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더 긴 수면
시간에 따른 악력 저하와의 관련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50세 미만의 비교적 젊은 층보다는 5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강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시간과 악력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몇 가지 선행연
구에 따르면 결과가 모두 일치하지는 않는다. 한 연구에
서는 수면과 악력과의 관련성에 대해 역 U 자형으로 보
고하였으나[24] 다른 연구에서는 역 선형관계를 보고하
였고[25], 또 다른 연구에서는 어떠한 통계적 연관성을 
나타내지 못하였다[26]. 이렇게 선행 연구들간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로는 관찰연구가 가지고 있
는 한계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비록 수면시간과 악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통제요인들을 보정한 후 통계
적인 관련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복잡한 사
회 환경 속에서 모든 요인들을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
다. 실제로 일반적 특성에서 주중 평균 하루 수면시간이 7
시간인 군과 비교했을 때 5시간 이하 군의 악력이 더 낮으
나 보정한 후 결과 음의 상관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은 우리
의 연구에서 짧은 수면시간과 악력과의 연관성은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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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건강상태 변수에 의해 중재될(confounding) 
수 있음을 나타냈다.

연구배경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수면시간과 부정적 건
강결과와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는 매커니즘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매커니즘을 간접적으로나마 
설명할 수 있는 가정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적정 이상
의 수면시간이 근감소증(sarcopenia)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이며[27], 근감소증은 근육의 양과 기능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28]. 우리의 연구에서도 
긴 수면시간을 가진 군에서 악력의 감소가 나타났으며, 
이것은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근육의 양과 질에 있어서 
긴 수면시간이 악력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긴 수면시간과 악력의 감소와의 관련성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은 근력의 감소가 수면시간이 길어짐
에 따라 비활동성 시간이 장기화 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즉, 근력의 감소는 부차적인 문제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소된 근신경계 기능은 부정적인 건강
결과를 나타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망률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29].

한편 본 연구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층화하여 수면시
간과 악력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여성보다
는 남성에서, 젊은 층(50세 미만)보다는 노년층(50세 이
상)에서 수면시간이 길어질수록 악력이 약화되는 현상이 
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국에서 시행한 
1,274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에서도 남성
에게서 수면시간이 9.9시간까지 증가할수록 남성 노인의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하다가 수면시간이 10시간이 지나
면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여, 근력의 약화 등 근육의 기
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또 다른 연구
의 결과에서도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30, 31].

그러나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한 
단면조사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수면시간과 악력과의 인
과적 관계를 규명하긴 어렵다. 둘째, 2차 자료의 특성상 
수면시간과 악력과의 관련성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필요
한 보정변수를 모두 분석모형에 포함하지 못하여 결과에 
편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근력을 측정하는 도구
로서 악력지수만을 사용하였다는 점으로 이에 대해 다양
한 방법을 활용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표성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수면시간과 악력간 관계를 보고한 첫 번째 논문이라는 
점과 19세 이상 성인에게 일반화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
이라고 할 수 있겠다. 분석결과 수면시간이 길수록 악력
이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젊은 층(50세 미만) 보다는 노년층(50세 이상)에서 더 강
한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수면시간이 다차
원적인 미래의 건강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과 악력지수가 
근력감소로 인해 수반될 수 있는 다양한 질병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변수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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