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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intaining adequate fluid balance is essential for all biological functions in the bod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vulnerability to dehydration by analyzing age, gender, body mass index (BMI), and 

blood lipid parameters in health checkup examinees who visited Sahmyook Seoul Hospital for comprehensive 

health checkups. In a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tratified by age and body mass index the odd ratio 

for dehydration was as high as 3.317 (95% CI: 1.666∼6.605) in the 50s age group, 4.224 (95% CI: 2.038∼

8.755) in the 60s age group, and 4.610 (95% CI: 1.943∼10.940) in the above 70s age group compared to 

20s reference age group. Aged females showed greater vulnerability to dehydration with significance levels of 

P＜0.01 and P＜0.001. Compared to a normal weight (BMI: 18.5∼22.9) the odd ratio was higher in males 

with an under weight (BMI: less than 18.5) (5.130 [95% CI: 1.631∼16.132]) and in females with an over 

weight (BMI: 23.0∼24.9) (1.500 [95% CI: 1.065∼2.114]). In conclusion, our results showed that vulnerability 

to dehydration increased with age and was higher in under weight males and over weight females than that 

in normal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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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체 구성성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수

분은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있어(Reiff 1989; Kim 등 

2010) 체중 대비 신생아는 75%, 성인은 60∼65%, 노

인은 45∼50%를 차지한다(Fomon 1967). 또한 체내 

수분 함량은 성별과 체질량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Ritz 등 2008). 이와 같이 체내 수

분이 연령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성별에 따

른 체지방량의 증가와 관련이 깊다(Ritz 등 2008; 

Vivanti 등 2008).

수분은 생명현상 유지를 위해 모든 생화학적, 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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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과정을 담당하는 필수 요소이며 인체에 필요한 영

양소를 운반하고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15). 이처럼 체내에 필요한 

수분이 땀이나 이뇨작용 후 너무 적게 보충되거나 질

병 또는 사고로 많은 양의 체액을 잃는 경우 또는 이 

두 가지 모두가 복합적으로 일어나 수분이 체내 총 수

분량의 2% 이상 손실되는 것을 탈수라 한다(Mentes 

2006; Sawka 등 2015). 수분 손실이 수분 섭취보다 클 

경우 혈장량, 혈액 세포성분 및 체액량, 전해질 불

균형 등의 현저한 변화를 가져온다(Lee 2008). 이러한 

인체의 수분균형과 항상성 유지에 관련된 전해질 

불균형은 신체에 탈수현상을 일으켜 혈장량, 혈압, 

1회 박출량의 감소를 일으켜 신장으로의 혈류량을 

감소시키고 체온기능을 저하시킨다(Lee 2008). 또한 

탈수로 인한 체내 수분감소는 영양소의 전달기능에 

관련된 적혈구,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릿과 단백질 

분해과정에 관련된 알부민, 빌리루빈, 혈중요소질소

(Blood Urea Nitrogen, BUN), 크레아티닌(Creatinine, 

Cr) 등에 영향을 미친다(Reljic 등 2013). 탈수는 일반

적으로 영양실조와 저체중에 연관성이 깊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나(Birmingham 2008; Wu 등 2011; Marra 등 

2016), 18∼64세 대상의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NHANES] 2009 

to 2012) 자료를 통한 탈수와 비만 연구에서는 부적

절한 수분 섭취가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와 비만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Chang 등 2016).

이러한 탈수는 인체의 무드변화와 인지기능에 부정

적 영향을 끼치며(Maughan 등 2015) 전해질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신장에 부담을 주어 

신부전을 일으킨다(Feehally & Khosravi 2015). 더욱이 

인체에 만성적으로 영향을 미칠 경우 결장암, 방광암, 

만성신장질환, 요석증, 요로감염증, 관상동맥 심장질

환, 정맥혈전증, 기관지염, 뇌경색, 치과질환, 담석증, 승

모근 탈출증, 녹내장, 골다공증 등과 같은 다양한 질

병과의 관련성이 제기되고 있다(Armstrong 2012).

국내에서는 운동경기력 향상을 위한 수분 보충 

연구(Park 2010)와 요양병원 노인 환자의 입원 시 탈수

영향 요인 연구(Kim 2016), 그리고 메니에르병에서 

탈수검사와 이뇨제 치료 효과에 관한 연구(Yoon 

2008)가 있을 뿐 탈수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더욱이 연구대상은 시설 노인과 운동선수, 

응급실 입원환자로 편중되어있다. 

이에 본 연구는 종합건강검진 수검자를 대상으로 연

령대별 탈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연령 증

가에 따른 수분 손실로 인한 생리적 변화와 신체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탈수와 체질

량지수 및 혈액지질 수준의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체질량지수에 따른 탈수 경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간 서울지역 S병원 종합검진센터를 내원하여 종합

건강검진을 받은 수검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체 

종합건강검진 내원자 20,069명 중 탈수 비율을 산출

하기 위해 사용되는 혈중요소질소(Blood Urea Nitrogen, 

BUN)와 크레아티닌(Creatinine, Cr) 검진항목의 결과치가 

유효한 2,249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조사

대상자로부터 받은 설문조사 자료와 신체계측, 혈액

지표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연구 절차는 

삼육서울병원 내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 

SYMC IRB 1610-01)을 받았다.

2. 변수 정의

수집된 검진 기록은 신체계측, 공복혈당, 혈액검사, 

지질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전해질검사, 소

변검사 등에 대한 지표를 제공받았다. 분석에 사용

된 지표로는 키, 체중, 비만도, 체질량지수, 수축기

혈압, 이완기혈압, 공복혈당, 백혈구, 적혈구, 헤모글

로빈, 헤마토크릿, 총단백질, 알부민, 총빌리루빈,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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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소질소(BUN), 크레아티닌(Cr), 요산, 칼슘(Ca), 인

(P), 나트륨(Na), 칼륨(K), 염소(Cl), 총콜레스테롤, 중

성지방, HDL-콜레스테롤(high density lipoprotein cho-

lesterol), LDL-콜레스테롤(low density lipoprotein cho-

lesterol) 등의 지표를 남녀로 구분하여 정상군과 탈수

군으로 나누어 분석한 후 성별 특성을 알아보았다.

1) BUN:Cr 비율 구분

탈수 측정 기준으로 가장 신뢰성이 높은 방법은 

BUN:Cr 비율, 혈청 내 나트륨 증가량, 혈청 오스몰농도 

증가 등이 있다. BUN:Cr 비율의 측정 방법은 정확도 

측면에서 가장 민감하다고 유럽학술지(European Review 

for Medical and Pharmacological Sciences)에서 발표되었

으며 여러 선행연구들도 탈수지표분석에 사용하였다

(Crary 등 2013; Riccardi 등 2013).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탈수지표 기준으로 혈청 내 크레아티닌에 대

한 혈중요소질소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면 탈수

로 분류하는 BUN:Cr 비율을 사용하였다. 정상범위 

BUN:Cr 비율은 10∼20:1, 탈수상태 BUN:Cr 비율은 

＞20:1로 구분하였다. 분석의 정확도를 위해 추출된 

검사 결과 중 신장기능의 손상을 의미하는 BUN:Cr 

＜10:1 결과치는 결측처리 하였다. 

2) 연령대 구분

성별을 구분한 후 BUN:Cr 비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연령대별 탈수 빈도를 분석하였다. 연령대 분류는 

20대 20∼29세, 30대 30∼39세, 40대 40∼49세, 50대 

50∼59세, 60대 60∼69세, 70대 이상으로 구분하였

다. 종합건강검진 수검자 중 20대 미만은 표본숫자

가 극소수이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3) 체질량지수 구분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에 따른 탈수 

빈도를 남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체질량지수 구

분은 대한비만학회에서 제시하는 아시아인 기준 저체

중 18.5 미만, 정상체중 18.5∼22.9, 과체중 23.0∼24.9, 

비만 25.0 이상을 지표로 사용하였다(Han & Cho 2011).

3. 혈액검사

참가자들은 10시간 이상 금식을 유지한 공복상태

로 오전 8시 30분까지 채혈실로 내방하여 주전정맥

에서 약 10 mL의 혈액을 채혈하였다. 채혈된 혈액은 

혈중 지질 성분들과 혈당 및 철분 대사에 관련된 

변인들을 분석하는데 이용되었다. 빈혈지표(백혈구, 

적혈구,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릿)와 혈중 지질분석 지표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LDL-콜레

스테롤), 무기질(Ca, P, Na, K, Cl), 단백질 영양상태 

지표(총단백질, 알부민, 총빌리루빈), 공복혈당 등을 

분석하였다. 채취된 혈액에 대한 측정은 삼육서울병

원에서 수행되었다.

4.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1(IBM, 

USA)를 이용하였다. 파일분할을 통해 성별을 구분

한 후 교차분석을 실행하여 정상군과 탈수군의 빈도

를 카이스퀘어로 검정(χ
2
-검정)하였고, 독립표본 T-

검정을 통해 정상군과 탈수군의 평균차이를 검정하

였으며, 변수간의 연관성을 이변량 상관관계을 통하

여 확인하였다. 또한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20대 연령과 정상 BMI를 기준으로 연령대

별, BMI 구분별 탈수 오즈비를 측정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P＜0.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결 과

1. 대상자의 연령대 및 체질량지수 구분별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정상군과 탈수군의 연령대별, 

BMI 구분별 탈수 빈도는 Table 1과 같다. 전체 대상자 

2,249명 중 남성(1,151명)은 정상군 90.5%(1,042명)와 

탈수군은 9.5%(109명)로 나타났고 여성(1,098명)은 정

상군 71.3%(783명)와 탈수군 28.7%(315명)로 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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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portions of normal and dehydrated according to age and BMI
1)
 groups.

Gender Classification Normal % (N) Dehydrated % (N) N χ
2
-value p-value

Age group

Male 20∼29 years 93.8 ( 30) 6.3 ( 2) 32 17.885** 0.003

30∼39 years 95.6 ( 197) 4.4 ( 9) 206

40∼49 years 92.0 ( 345) 8.0 ( 30) 375

50∼59 years 89.0 ( 299) 11.0 ( 37) 336

60∼69 years 86.0 ( 129) 14.0 ( 21) 150

Above 70 years 80.8 ( 42) 19.2 ( 10) 52

Total 90.5 (1,042) 9.5 (109) 1,151

Female 20∼29 years 86.8 ( 59) 13.2 ( 9) 68 47.067*** 0.000

30∼39 years 77.2 ( 183) 22.8 ( 54) 237

40∼49 years 78.3 ( 267) 21.7 ( 74) 341

50∼59 years 62.9 ( 168) 37.1 ( 99) 267

60∼69 years 57.4 ( 81) 42.6 ( 60) 141

Above 70 years 56.8 ( 25) 43.2 ( 19) 44

Total 71.3 ( 783) 28.7 (315) 1,098

Male Age ＜50 years 93.3 ( 572) 6.7 ( 41) 613 11.836** 0.001

Age ≥50 years 87.4 ( 470) 12.6 ( 68) 538

Female Age ＜50  years 78.8 ( 509) 21.2 (137) 646
42.930*** 0.000

Age ≥50  years 60.6 ( 274) 39.4 (178) 452

BMI
1)

Male Under weight (less than 18.5) 66.7 ( 12) 33.3 ( 6) 18 12.700** 0.005

Normal weight (18.5∼22.9) 90.5 ( 258) 9.5 ( 27) 285

Over weight (23.0∼24.9) 91.0 ( 282) 9.0 ( 28) 310

Obese (25.0 above) 91.4 ( 481) 8.6 ( 45) 526

Total 90.7 (1,033) 9.3 (106) 1,139

Female Under weight (less than 18.5) 74.6 ( 47) 25.4 ( 16) 63 13.532** 0.004

Normal weight (18.5∼22.9) 75.6 ( 422) 24.4 (136) 558

Over weight (23.0∼24.9) 63.6 ( 145) 36.4 ( 83) 228

Obese (25.0 above) 67.8 ( 164) 32.2 ( 78) 242

Total 71.3 ( 778) 28.7 (313) 1,091

All Under weight (less than 18.5) 72.8 ( 59) 27.2 ( 22) 81 8.954* 0.030

Normal weight (18.5∼22.9) 80.7 ( 680) 19.3 (163) 843

Over weight (23.0∼24.9) 79.4 ( 427) 20.6 (111) 538

Obese (25.0 above) 84.0 ( 645) 16.0 (123) 768

Total 81.2 (1,811) 18.8 (419) 2,230
1)

 BMI: Body Mass Index

By Crosstab analysis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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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s of anthropometric and blood parameters between normal and dehydrated group according to 
gender.

Gender Variables (unit)
Normal group (N=1,827) Dehydrated group (N=425)

t-value P-value
Mean±SD

1)
Mean±SD

Male Height (cm) 171.11±6.895 168.51±7.546 3.698*** 0.000

 Weight (kg) 73.31±10.518 70.33±13.965 2.151* 0.033

 PIBW
1)

 (%) 113.99±14.308 112.79±17.782 0.682 0.497

 BMI
2)

 (kg/m
2
) 24.98±3.108 24.64±3.913 0.866 0.388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124.30±12.153 124.84±14.289 –0.438 0.662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82.72±9.940 82.26±9.794 0.461 0.645

 Fasting blood sugar (mg/dL) 95.51±20.311 102.44±37.105 –1.920 0.057

 White blood cell (×103/μL) 6.32±1.702 6.41±1.557 –0.526 0.599

 Red blood cell (×106/μL) 5.06±0.406 4.95±0.376 2.658** 0.008

 Hemoglobin  (g/dL) 15.64±1.091 15.31±1.176 2.988** 0.003

 Hematocrit (%) 45.22±3.056 44.26±3.283 3.078** 0.002

 Total protein (g/dL) 7.33±0.400 7.27±0.355 1.477 0.140

 Albumin (g/dL) 4.73±0.268 4.71±0.265 0.813 0.418

 Total bilirubin (mg/dL) 0.93±0.391 0.89±0.406 1.060 0.289

 BUN
3)

 (mg/dL) 13.34±2.777 19.94±3.526 –18.944*** 0.000

 Creatinine (mg/dL) 0.95±0.146 0.87±0.134 5.549*** 0.000

 Uric acid (μmol/L) 5.88±1.280 5.68±1.114 1.584 0.113

 Ca (mg/dL) 9.51±0.351 9.46±0.315 1.362 0.174

 P (mg/dL) 3.33±0.475 3.41±0.480 –1.723 0.085

 Na (mg/dL) 141.01±2.384 140.64±2.327 1.536 0.125

 K (mg/dL) 4.42±0.362 4.38±0.392 1.078 0.281

 Cl (mg/dL) 101.47±2.597 101.10±2.606 1.425 0.154

 Total cholesterol (mg/dL) 193.85±37.795 190.97±35.304 0.761 0.447

 Triglycerides (mg/dL) 129.41±81.170 121.43±81.623 0.976 0.329

 HDL-cholesterol (mg/dL) 51.39±12.402 54.65±13.287 –2.591* 0.010

 LDL-cholesterol (mg/dL) 131.82±35.619 125.81±33.164 1.687 0.092

남성보다 탈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연령

대별 탈수는 20대(6.3%), 30대(4.4%), 40대(8.0%), 50대

(11.0%), 60대(14.0%), 70대 이상(19.2%) 순으로 연령

대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20∼40대보다 50

대 이후의 탈수 비율이 높았다(P＜0.01). 여성의 연

령대별 탈수는 20대(13.2%), 30대(22.8%), 40대(21.7%), 

50대(37.1%), 60대(42.6%), 70대 이상(43.2%)으로 연령

대의 증가에 따른 탈수율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다(P＜ 

0.001). 여성의 탈수는 30대 이후부터 시작되어 50대 

이후에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50대 연령을 기준하

여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50대 

이후 남성의 탈수 비율이 12.6%로 50대 이전 남성

(6.7%)보다 높게 나타났고(P＜0.01), 여성에서도 같은 

경향으로 50대 이후 여성의 탈수 비율이 39.4%로 50대 

이전 여성 21.2%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1).

체질량지수 구분에 따라 탈수 비율을 분석하였을 

때 2,230명 중 정상군은 81.2%(1,811명)이고 탈수군은 

18.8%(419명)로 나타났다. 체질량지수 구분별 대상자 

전체의 탈수비율은 저체중(27.2%), 과체중(20.6%), 정

상체중(19.3%), 비만(16.0%) 순으로 군간에 유의한 차

이가 있었으며(P＜0.05), 저체중에서 비만체중보다 탈

수 비율이 높았다. 성별 구분에 의한 남성의 탈수 

비율은 저체중(33.3%)에서 가장 높고 정상체중(9.5%), 

과체중(9.0%), 비만체중(8.6%) 순으로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1), 저체중을 제외한 나머지 

체질량지수 구분 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여

성은 과체중(36.4%)과 비만(32.2%)에서 탈수가 가장 

높았으며 저체중(25.4%), 정상체중(24.4%) 순서로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모든 체질량지수 구분에서 대체적으로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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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Gender Variables (unit)
Normal group (N=1,827) Dehydrated group (N=425)

t-value P-value
Mean±SD

1)
Mean±SD

Female Height (cm) 159.05±5.965 157.25±6.427 4.421*** 0.000

 Weight (kg) 57.29±8.368 57.53±8.277 –0.444 0.657

 PIBW
1)

 (%) 109.45±46.564 111.68±17.363 –0.828 0.408

 BMI
2)

 (kg/m
2
) 22.67±3.210 24.02±13.340 –2.636** 0.009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117.04±14.457 118.55±16.598 –1.492 0.136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75.55±10.930 75.75±10.550 –0.282 0.778

 Fasting blood sugar (mg/dL) 88.77±13.981 93.30±22.670 –3.299** 0.001

 White blood cell (×103/μL) 5.70±1.590 5.85±1.752 –1.290 0.198

 Red blood cell (×106/μL) 4.41±0.342 4.38±0.347 1.504 0.133

 Hemoglobin (g/dL) 13.26±1.151 13.18±1.142 1.140 0.255

 Hematocrit (%) 39.13±2.961 38.75±3.005 1.891 0.059

 Total protein (g/dL) 7.30±0.430 7.26±0.441 1.462 0.144

 Albumin (g/dL) 4.62±0.269 4.58±0.259 2.361* 0.018

 Total bilirubin (mg/dL) 0.69±0.312 0.68±0.338 0.380 0.704

 BUN
3)

 (mg/dL) 10.86±2.169 15.62±2.951 –25.997*** 0.000

 Creatinine (mg/dL) 0.71±0.103 0.65±0.102 8.925*** 0.000

 Uric acid (μmol/L) 4.31±0.922 4.36±1.012 –0.786 0.432

 Ca (mg/dL) 9.37±0.358 9.37±0.340 –0.316 0.752

 P (mg/dL) 3.69±0.458 3.74±0.505 –1.601 0.110

 Na (mg/dL) 140.76±2.625 141.09±2.499 –1.920 0.055

 K (mg/dL) 4.36±0.380 4.34±0.360 0.835 0.404

 Cl (mg/dL) 102.60±2.705 102.49±2.581 0.575 0.565

 Total cholesterol (mg/dL) 186.28±34.081 193.71±38.104 –3.158** 0.002

 Triglycerides (mg/dL) 87.39±50.667 85.78±51.034 0.476 0.634

 HDL-cholesterol (mg/dL) 61.63±13.444 61.95±13.919 –0.357 0.721

 LDL-cholesterol (mg/dL) 118.51±32.831 125.12±36.596 –2.919** 0.004
1)

 PIBW: Percent of ideal body weight
2)

 BMI: Body mass index 
3)

 BUN: Blood urea nitrogen

By two samples t-test

*P＜0.05, **P＜0.01, ***P＜0.001

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과체중과 비만에

서 탈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남성의 저체중에

서 탈수 비율이 높았던 것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2. 탈수에 따른 신체계측과 혈액지표의 차이

정상군과 탈수군 간의 신체계측과 혈액지표 결과

는 Table 2와 같다. 남성 탈수군(168.51±7.546 cm, 

70.33±13.965 kg)은 정상군(171.11±6.895 cm, 73.31±10.518 

kg)보다 키(P＜0.001)와 체중(P＜0.05)이 유의하게 낮았

다. 또한 남성의 혈액지표에서도 비슷한 경향으로 

적혈구(RBC), 헤모글로빈(Hb), 헤마토크릿(Hct)의 

평균값이 탈수군(4.95±0.376 M/μL, 15.31±1.176 g/dL, 

44.26±3.283%)에서 정상군(5.06±0.406 M/µL, 15.64±1.091 

g/dL, 45.22±3.056%)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그러나 

남성의 HDL-콜레스테롤은 탈수군(54.65±13.287 mg/dL)

이 정상군(51.39±12.402 mg/dL)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0.05). 여성 탈수군(157.25±6.427 cm)의 키는 정상군

(159.05±5.965 cm)보다 작게 나타났고(P＜0.001), 여성 

탈수군의 BMI와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LDL-콜레스

테롤(24.02±13.340 kg/m
2
, 93.30±22.670 mg/dL, 193.71± 

38.104 mg/dL, 125.12±36.596 mg/dL)은 정상군(22.67± 

3.210 kg/m
2
, 88.77±13.981 mg/dL, 186.28±34.081 mg/dL, 

118.51±32.831 mg/dL)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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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between BUN/Cr and anthropometric and 
blood parameters in male and female.

BUN/Cr
1)

Male Female

Height –0.144** –0.163**

Weight –0.092**  0.009

PIBW
2)

–0.012  0.041

BMI
3)

–0.024  0.067*

Systolic blood pressure  0.054  0.079**

Diastolic bood pressure  0.012  0.044

Fasting blood sugar  0.126**  0.129**

White blood cell  0.016  0.016

Red blood cell –0.085** –0.031

Hemoglobin –0.118** –0.031

Hematocrit –0.110** –0.045

Total protein –0.083** –0.066*

Albumin –0.060** –0.089**

Total bilirubin –0.068* –0.060*

BUN
4)

 0.782**  0.817**

Creatinine –0.257** –0.335**

Uric acid –0.053  0.027

Ca –0.080**  0.009

P  0.064*  0.081**

Na
+

–0.058*  0.064*

K –0.057  0.000

Cl –0.066* –0.021

Total cholesterol –0.024  0.110**

Triglycerides –0.044 –0.006

HDL-cholesterol  0.095** –0.010

LDL-cholesterol –0.057  0.108**
1)

 BUN/Cr: Blood urea nitrogen/Creatinine
2)

 PIBW: Percent of ideal body weight
3)

 BMI: Body mass index 
4)

 BUN: Blood urea nitrogen

By Pearson’s correlation

*P＜0.05, **P＜0.01

(P＜0.01). 여성 탈수군은 체질량지수와 지질검사 항

목인 총콜레스테롤과 LDL-콜레스테롤이 정상군보다 

높게 나타났다.

3. 탈수지표 BUN:Cr 비율과 신체계측 및 혈액지표의 

상관성

성별에 따른 탈수지표 BUN:Cr 비율에 대한 신체

계측과 혈액지표의 상관분석은 Table 3과 같다. 분석 

결과 남녀의 공통된 특징으로 키(P＜0.01)는 작을수

록 공복혈당(P＜0.01)은 높을수록 탈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단백질(남: P＜0.01, 여: P＜0.05)과 알부민

(P＜0.01), 빌리루빈(P＜0.05)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

냈고 P값(남: P＜0.05, 여: P＜0.01)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남성은 체중(P＜0.01)과 헤모글로빈(P＜0.01), 

칼슘(P＜0.01), Na
+
(P＜0.05), 염소(P＜0.05)이 낮을수

록 HDL-콜레스테롤(P＜0.01)이 높을수록 탈수와 유

의한 상관성이 나타났다. 여성은 수축기혈압(P＜0.01), 

Na
+
(P＜0.05), 총콜레스테롤(P＜0.01), LDL-콜레스테롤

(P＜0.01)이 높을수록 탈수와 유의한 양의 상관성이 

나타났다. 

4. 탈수위험 오즈비

20대 연령과 BMI 정상범위(18.5∼22.9)를 기준하여 

연령대별, BMI 구분별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

과는 Table 4와 같다. 남녀 모두에서 50대 탈수위험 

오즈비(OR[95% CI])가 20대와 비교하였을 때 3.317 

(1.666∼6.605)로 유의하게 높았다(P＜0.01). 60대(OR 

[95% CI], 4.224[2.038∼8.755])도 같은 경향으로 20대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P＜0.001), 70대 이후(OR[95% 

CI], 4.610[1.943∼10.940])에서도 20대와 비교하였을 

때 유의하게 높았다(P＜0.01). 남성의 경우 모든 연령

대에서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여성의 경우 20

대와 비교하였을 때 50대(OR[95% CI], 3.687[1.715∼

7.926]), 60대(OR[95% CI], 4.616[2.031∼10.493])도 같

은 경향으로 20대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P

＜0.01, P＜0.001), 70대 이후(OR[95% CI], 4.382[1.546

∼12.421])에서도 20대와 비교하였을 때 유의하게 높

았다(P＜0.01).

BMI 18.5∼22.9 정상군을 기준하여 오즈비를 분석

한 결과 저체중(OR[95% CI], 1.941[1.127∼3.344])에서 

탈수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P＜0.01). 특별히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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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dehydration referenced to the age 20s and the normal BMI 18.5∼22.9.

Age specification/BMI
1)

Both male & female Male Female

Odds ratio (95% CI) Odds ratio (95% CI) Odds ratio (95% CI)

20∼29 years 1.00 1.00 1.00

30∼39 years 1.609 (0.799, 3.239) 0.473 (0.092, 2.436) 1.910 (0.888, 4.109)

40∼49 years 1.620 (0.821, 3.196) 1.314 (0.294, 5.880) 1.686 (0.791, 3.597)

50∼59 years 3.317 (1.666, 6.605)** 1.839 (0.415, 8.150) 3.687 (1.715, 7.926)**

60∼69 years 4.224 (2.038, 8.755)*** 2.415 (0.529, 11.027) 4.616 (2.031, 10.493)***

70+ years 4.610 (1.943, 10.940)** 3.918 (0.789, 19.449) 4.382 (1.546, 12.421)**

BMI 18.5∼22.9 normal 1.00 1.00 1.00

BMI less than 18.5 under weight 1.941 (1.127, 3.344)** 5.130 (1.631, 16.132)** 1.434 (0.769, 2.677)

BMI 23.0∼24.9 over weight 1.320 (0.984, 1.770) 0.956 (0.546, 1.676) 1.500 (1.065, 2.114)*

BMI greater than 25.0 obese 1.116 (0.839, 1.484) 0.956 (0.576, 1.589) 1.215 (0.860,  1.717)
1)

 BMI: Body mass index 

By Binary Logistic regression 

Age, gender, BMI adjusted

*P＜0.05, **P＜0.01, ***P＜0.001

저체중(OR[95% CI], 5.130[1.631∼16.132])에서 다른 BMI 

구분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여성은 과

체중(OR[95% CI], 1.500[1.065∼2.114])에서 정상체중

보다 탈수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고 찰 

본 연구는 종합건강검진 수검 데이터를 활용하여 

탈수지표인 BUN/Cr 비율에 따른 신체계측, 공복혈당, 

혈액검사, 지질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전해질

검사, 소변검사의 연관성을 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

다. 특히 체수분의 변화는 연령대와 성별, 체질량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본 연

구에서는 모든 데이터를 성별로 구분한 후 BUN/Cr 

비율 지표에 의해 탈수군과 정상군으로 구분하여 연

령대와 체질량지수의 탈수위험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령 증가에 따른 탈수 비율은 30대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50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의 연령 증가

에 따른 노화가 탈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은 

경향이었다(Mentes 2006; Metheny 2011; Hooper 등 

2014; Maulin 2014). Hooper 등(2014)은 고령인구의 

수분손실로 인한 탈수 유병률이 20∼30%라고 보고

했으며 탈수의 원인으로 연령의 증가와 함께 여러 

신체기능의 감소로 인한 근육량, 신장기능, 신체장

애, 인지장애, 갈증감지능력, 다중 약물투약 등을 명

시했다. 탈수는 연령 증가로 인한 기본적인 체액 유

지에 대한 인체의 신호반응 둔화에 따른(Silver 등 

1993) 생리학적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질병의 진행과

정이다(Thomas 등 2008). 실제로 산악등반 실험 연

구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보다 갈증은 

덜 느끼나 빠르게 탈수가 나타난 연구 결과가 있다

(Ainslie 등 2002). 이러한 운동이나 높은 온도에 대

한 노인의 신체반응은 혈관내의 볼륨유지를 위해 

세포간질액은 적게 손실하는 반면 많은 양의 세포

내액을 유실하기 때문이다(Morgan 등 2002). 더욱이 

연령 증가에 따른 체액평형 조절기능의 감퇴는 세

포내ㆍ외 체액량을 감소하게 하여 몸 전체의 총 수

분량을 줄어들게 한다(Rikkert 등 1998). 그러므로 탈

수는 고령인구에서만 일어나는 증상이 아닌 연령의 

증가에 따라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체내현상과 관련

이 깊다고 하겠다. 특히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나타

난 50세 이후의 급격한 탈수 증가에 대한 복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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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리학적인 원인들은 면밀히 연구되어져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신체계측과 혈액지표의 상관분석 결과

로 나타난 남녀 탈수군의 공통된 특징은 키는 작을

수록, 공복혈당은 높을수록, 단백질과 알부민, 빌리

루빈은 낮을수록 탈수와 유의적 상관성이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탈수 남성군과 여성군의 특징

은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남성 탈수군은 체중, 헤

모글로빈, 칼슘, Na
+
, 염소가 낮을수록, HDL-콜레스

테롤은 높을수록 유의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반면 

여성 탈수군은 수축기혈압, Na
+
, 총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 높을수록 탈수와 연관성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단기간에 낮은 체급변화 시도를 위한 아

마추어 복싱선수 연구에서 수분과 음식을 제한하였

을 때 체수분과 혈장 볼륨, 혈색소가 현저히 감소하

였다(Reljic 등 2013). 이는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남성 탈수군의 혈중 적혈구(RBC), 헤모글로빈(Hb), 

헤마토크릿(Hct) 평균값이 정상군보다 낮게 나온 결

과와 비슷한 경향이다. 한편 본 연구의 남성 탈수군

은 전해질 Na
+
가 감소할수록 여성 탈수군은 Na

+
가 

증가할수록 탈수와 연관성이 높았다. 그러나 Eijsvogels 

등(2013)의 동일한 운동량에 대한 남녀의 신체반응 

탈수 연구에서 남성은 체질량 감소와 수분 섭취 대

비 수분 손실량이 여성보다 높아 탈수 유병률이 높

았다. 이때 남성의 혈중 Na
+
는 증가하였으나 여성의 

혈중 Na
+
는 감소하였다. Weitkunat 등(2012)의 고강

도 지구력 운동을 하는 남녀 수영선수들의 체성분 

변화와 체수분 비교 연구에서도 남성은 체질량과 

골격근육은 감소하였으나 여성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여성은 혈중 헤마토크릿의 증가와 전해

질 Na
+
의 증가로 인해 혈관에서 간질조직으로 체액

이동에 의한 골격근육의 손상과 운동관련 저나트륨

증이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탈수현상이 인체에 미치

는 생리적 변화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남녀 탈수군에 대한 각각

의 특성들과 운동과 탈수관련 선행연구들에서 나타

난 남녀의 신체반응은 상반된 결과이다. 이러한 결

과로 미루어 볼 때 일상적인 탈수와 운동관련 탈수

의 경우 인체가 생리적으로 각각 다르게 반응한다

고 하겠다. Kenefick & Cheuvront(2016)는 이러한 수

분 손실 이후 수분을 보충하지 않을 경우 혈장 볼

륨은 감소하게 되며 혈장 삼투압은 증가한다고 하

였다. 장기간 지속적으로 수분을 보충하지 않을 경

우 혈장 삼투압과 혈장 볼륨의 자극 수용체 역할이 

지연되어 땀 배출과 혈류속도에 대한 변화도 둔감

해진다. 결과적으로 인체는 탈수 환경에 처해있는 

자극의 정도에 따라 생리적으로 적응하게 된다고 

한다. 

본 연구 분석결과 여성의 탈수 빈도는 남성과 유

의적 차이를 나타냈고, 같은 연령대의 모든 남성보

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탈수지표와 관련된 지질검

사 항목인 총콜레스테롤과 LDL-콜레스테롤이 여성

에게만 유의적인 양의 상관성을 나타냈다. Ritz 등

(2008)은 여성이며 비만인 사람들은 세포탈수를 예측

할 수 있는 지표로써 여성의 탈수 위험은 남성과 다

른 비만 구분에서 보다 더 높다고 보고했다. Metheny 

(2011)의 체액과 전해질 균형에 관한 저서에서 여성

은 남성보다 체지방이 높고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 

체수분량이 적다고 한다. 더욱이 근육은 연령 증가

에 따라 감소하고 지방세포의 비율은 증가하게 된

다. 지방은 근육보다 물을 적게 함유하므로 결과적

으로 세포내 체액량을 감소시킨다. 청소년기부터 40

세 미만 성인의 체내 수분량이 남성은 전체 몸무게

의 60%, 여성은 52%이다. 나이가 들어 60대 이후의 

체내 수분량은 남성은 52%이고, 여성은 46%로 줄어

든다. Lancaster 등(2003)의 인종별 탈수 위험비를 분

석한 결과 체지방이 높은 흑인의 유병률이 백인보

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체지방의 증가는 탈수 

비율을 증가시키는 근거라 할 수 있다.

반면에 본 연구 결과 남성 탈수군은 여성과 전혀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남성 저체중은 정상체중보다 

탈수위험 오즈비가 5.130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BMI 증가에 따른 탈수 비율 증가와 상반되

는 경향으로 남성 저체중의 탈수 취약성을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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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분이다. 본 연구 결과 남성 탈수군은 산소와 

영양분의 운반능력을 나타내는 혈중 적혈구와 헤모

글로빈 수치가 정상군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고 

단백질 합성기능 및 영양상태를 반영하는 총단백질

과 알부민 수치 또한 정상군보다 낮게 나타났다. 일

반적으로 탈수는 저체중과 영양부족상태에서 동반

되는 특성이라고 한다(Birmingham 2008; Wu 등 2011). 

한편 Marra 등(2016)의 탈수와 체질량지수 연관성 

연구에서 탈수는 저체중에서 국한되지 않고 모든 

체질량지수 구분 영역에서 골고루 발생될 수 있음

을 보고하였다. 반면 Ritz 등(2008)의 성별과 체질량

지수 구분에 따른 탈수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일치

한 결과로 체수분량이 체질량지수 증가에 따라 음

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비만 여성이 탈수에 취약

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 밖에 비만아동과 정상아동의 수분 섭취 비교 

연구조사에서는 비만아동의 체내 수분 유지가 정상

아동보다 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Maffeis 

등 2016). 그러나 18∼64세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NHANES] 2009 to 2012)를 통해 

나타난 탈수와 비만 연구에서는 부적절한 수분 섭

취가 체질량지수와 비만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Chang 등 2016). 폐경 전 성인 비만여성 대상 연구

에서는 수분섭취량을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증가

시켰을 때 식이 섭취와 운동과는 독립적으로 체중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Stookey 등 

2008).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는 수분이 체중조절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며 적절한 수분 

섭취가 정상 체질량지수 유지에 필요함을 시사한다. 

요약 및 결론

최근 만성적이고 경미한 탈수증세가 건강과 생리

기능, 인지기능, 수행능력에 미치는 탈수 연구가 증

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BUN/Cr 비율에 따른 

신체계측, 공복혈당, 혈액검사, 지질검사, 간기능검

사, 신장기능검사, 전해질검사, 소변검사 지표 간의 

탈수 연관성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종합건강검진 수검의 BUN/Cr 수치가 유효한 2,249명

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산출하

였다. 

1. 전체 2,249명 중 성별에 의한 분류 결과 남성 정

상군 90.5%, 탈수군 9.5%이며 여성은 정상군 71.3%, 

탈수군 28.7%로 여성이 탈수에 취약한 것으로 나

타났다.

2. 성별에 따른 연령별 탈수 빈도는 남녀 모두 50대 

이전과 이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1, 

P＜0.001). 특히 여성의 경우 30대 이후(22.8%)부터 

점차적으로 빈도가 증가하여 50대에는 37.1%, 60대 

42.6%로 증가함을 나타냈다. 여성의 50대 이상 탈

수위험 오즈비는 20대보다 3.687배, 60대는 4.616배, 

70대는 4.382배로 매우 높은 탈수위험 오즈비를 

나타냈다. 

3. 체질량지수 구분에 의한 탈수 빈도는 남성은 정

상체중과 비교했을 때 저체중에서 탈수 빈도

(33.3%)가 높았다. 반면 여성은 과체중(36.4%)과 

비만(32.2%) 그룹에서 탈수 빈도가 높았다. 여성

과 남성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탈수위험 오즈비는 남성 저체중이 정상

체중보다 5.130배 높게 나타났고, 여성 과체중이 

정상체중보다 1.500배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연령의 증가에 따라 탈수 빈도가 증

가하였으며, 성별과 체질량에 따라 남성 저체중군 

여성 과체중 이상이 탈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

다. 체내 수분 부족은 BMI 감소와 증가의 원인으로 

질병 예측지표의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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