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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is a dearth of Korean studies on dehydration, one of the health risks for adult women. This study 
analyzed the subjects of the 2016∼2018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nutrient intake ratios and sedentary time in dehydrated women. Body mass 
index and waist circumference in the dehydrated group (DG)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normal group 
(NG). Intake of other liquids in the DG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in the NG, but total water intake in 
the DG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in the NG. Compared to the 600 sedentary minutes or more per day 
group, the odds ratio of dehydration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less than 300 sedentary minutes per day 
group (1.871 [95% CI: 1.579∼2.215], P＜0.001). Compared to the drinking over 6.0 cups of water per day 
group, the odds ratio of dehydration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3 cups or fewer per day (OR [95% CI] 
is 1.198 times [1.019 to 1.408], P＜0.05), and 6.0 cups or fewer group (OR [95% CI] is 1.162 times [1.018 
to 1.326], P＜0.05).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total water intake was relatively lower in the 
≥600 sedentary minutes per day group compared to the 300 sedentary minutes per day group, making them 
more vulnerable to dehydration. The nutrient intake ratios were higher in the dehydration group than in the 
normal group. In conclusion, emphasis should be placed on the importance of hydration and nutrition educa-
tion for adult women in the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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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수분은 모든 생명현상 유지를 위해 생화학적, 생리

적 과정을 담당하는 중요한 필수요소이다. 인체에 필

요한 영양소를 운반하고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체내 

각종 생화학적 반응의 용매로써 작용한다. 체온 조절 

기능을 위해 땀의 형태로 작용하며, 음식물의 소화를 

위한 소화액의 구성 성분으로 관절과 내장기관이 부

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활액 또는 점액의 형태로 

윤활제 역할을 한다. 또한 뇌와 척수 사이를 순환하

고 있는 뇌척수액이나 임신부의 양수 등의 수분도 인

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Jéquier & Constant 2010). 
수분은 우리 체중의 평균 60% 정도를 차지하며 세포

내(세포 내부)와 세포외(혈액 및 세포 사이의 물) 구

획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체액의 용질 농도는 밀접

하게 제어되며 삼투질 농도의 아주 작은 변화라도 생

리학적 반응을 유발하게 된다(Benelam & Wyness 
2010). 매일의 일상에서 건강한 사람들은 생리적으로 

수분 섭취와 손실로 이루어지는 수분균형을 잘 유지

하는데 수분 섭취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수분과 물과 

음료 등 액체로 섭취하는 수분으로 이루어지며, 수분 

손실은 다량의 소변, 대변을 통한 것과 호흡과 피부

를 통한 불감손실에 의해 이루어진다(Lee & Kim 2017). 
인체에서 수분의 부족이 감지되면 소변량을 줄이고 

갈증을 유도하여 체수분을 늘리거나, 또는 과도한 수

분은 소변으로 배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체수분은 

좁은 범위 내에서 유지된다. 그러나 수분 손실이 충

분히 보충되지 않으면 탈수가 발생하게 된다(Benelam & 
Wyness 2010). 

탈수란 체내 총수분량의 2% 이상이 손실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 대한 요인으로는 땀을 많이 흘리거나 

이뇨작용 후 수분 보충량이 적거나, 사고에 의한 출

혈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지속되는 구토와 설사 등으

로 체액의 손실이 많을 경우가 해당된다(Sawka 등 

2015; Kim 등 2017).

또한 탈수는 일반적으로 마라톤과 같이 장시간의 

고강도의 운동 상황에서 발생하기 쉽다. 이때는 발한

과 호흡에 의해 수분이 급격하게 손실될 수 있으며 

심한 운동을 하면서 흘리는 땀으로 인해 혈액량이 감

소되어 정맥 혈류량이 줄어들게 된다. 이로 인해 감

소된 심박출량으로 인해 심장 박동은 증가되어 운동

능력이 감소되며, 또한 땀 분비가 억제되면서 체온이 

상승하는 결과도 초래된다. 적혈구, 헤모글로빈, 헤마

토크릿 등 영양소의 전달 기능과 관련된 성분들과 알

부민, 빌리루빈, 혈중 요소질소(BUN: Blood Urea Nitrogen), 
크레아티닌(Cr: Creatinine) 등의 단백질 분해 과정에 

생성되는 물질들은 탈수로 인한 체내 수분 감소에 영

향을 미친다(Reljic 등 2013; Kim 등 2017). 
최근에는 만성적으로 경미한 탈수 상태를 경험하

는 좌업생활자들에 대해서도 연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가 건강, 생리기능, 인지기능, 수행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

라 만성적인 탈수나 수분 섭취 부족은 다양한 질병 

및 증상과 관련이 있는데 만성신장질환, 요석증, 요로

감염증, 비만, 당뇨병 등과 결장암, 방광암 등의 암과

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Kim 2010; 
Armstrong 2012). 

체격이 작은 여성은 체력적인 면이나 근육 조성면

에서 상대적으로 체지방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기 때

문에 비만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Kim 2010). 특히 

여성은 남성이 경험하지 않는 임신, 출산, 월경, 폐경 

등 생리적으로 많은 변화의 과정으로 인해 남성보다 

취약할 수 있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기능의 

저하와 신체활동의 부족으로 인한 근육량의 감소와 

기초대사량의 감소로 비만이 증가하고 있다(Kim 2010). 
비만은 열량 섭취의 불균형이나 부적절한 식습관, 

운동 부족 및 정신적 문제 등에 의해 발생되는데 특

히 우리나라는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한 영양의 불균

형이 비만 인구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Bu 2015). 
이는 또한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심혈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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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에 의한 사망률 증가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Stevens 등 1998; Kim 2010). 신체활동량의 감소로 

인한 체력 저하 또한,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가 되고 

있다(Carnethon 등 2005).
앉아있는 생활습관(sedentary lifestyle)은 신체기능의 

저하와 신체활동의 부족을 유도하게 되고 이로 인한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여성에게 

있어 비만과의 연관성을 증가시키는 것과도 무관하게 

보이지 않는다. 만성질환(Warren 등 2010; Larsen 등 

2015)이나 암의 발병률(Zhou 등 2015)도 이러한 습관

들로 인하여 증가되었으며,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

과 운동을 하더라도 앉아있는 시간의 증가가 만성질

환과 이와 관련된 사망률 증가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

으로 나타난 결과도 있다(Bankoski 등 2011; Biswas 
등 2015). 

제6차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처음 조사된 한국인

의 앉아있는 시간 항목은 이를 바탕으로 한국 성인에

서의 앉아있는 시간과 만성질환의 연관성을 밝히고자 

하였다(Oh 등 2016). 최근에는 앉아서 생활하는 생활

양식의 위험성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몇몇 연구에서 오랜 시간 연속적으로 앉아있을 경우

에 총 앉아있는 시간과 연관하여 만성질환의 위험성

이 증가하므로 앉아있는 중간에 신체적인 활동을 수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Healy 등 2008; Dunstan 등 

2012).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신체적인 탈

수는 연령의 증가에 의해 체내에서 점진적으로 일어

나는 현상이며 이는 성별에 따른 체지방량의 증가와 

관련이 깊고(Ritz 등 2008), 다른 연구에서는 부적절

한 수분 섭취가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와 

비만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Chang 등 2016). 특별히 

성인 여성에게 있어서 증가되는 연령과 더불어 여러 

요인들로 인해 앉아있는 시간들이 늘어나게 되면 앞

서 제시한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이 성인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

는 탈수와 관련된 연구는 일부 건강검진자의 자료를 

분석한 연구(Kim 등 2017; Yun 등 2017; Kim 등 

2018) 등이 있을 뿐 탈수 여부에 따른 영양 섭취비율

과 앉아있는 시간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국내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의 결과

를 가지고 성인 여성의 연령대별 탈수에 대한 실태와 

연관된 영양소의 섭취비율과 앉아있는 시간과의 관련

성을 조사하여 분석함으로 국내 성인 여성의 연령별 

탈수와 관련된 영양소 섭취비율 및 앉아서 보내는 시

간과의 관련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와 관련

된 분석 자료를 여성의 탈수 및 영양교육을 위한 기

초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2016∼2018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기간의 조사 대상자는 총 

24,269명이었으며 남자 11,07명을 제외하였고 여자 대

상자 13,198명 중 한국인 영양도 섭취기준의 영양소 

섭취량 구분 중 성인에 해당하는 19세∼64세 여성은 

6,271명이었다. 이 중 탈수 지표인 BUN/Cr 비율이 신

장기능의 손상을 의미하는 10 미만인 대상자 515명은 

제외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고혈

압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와 암 진단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1,135명을 제외한 5,116명을 최종 대상자로 

하였다. 본 연구는 질병관리청 생명윤리심의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허가를 획득하였으며 

IRB 승인번호는 2018-01-03-P-A이다. 

2. 일반 사항

신체계측자료인 신장, 체중, BMI, 허리둘레와 수축

기혈압, 이완기혈압, 평소 하루 앉아서 보내는 시간 

등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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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였다. BUN과 Cr 비율은 탈수 지표 중의 하나로 

일반적으로 20을 초과하는 경우 탈수로 분류한다

(Jang 2008; Crary 등 2013; Riccardi 등 2013). 본 연

구에서는 신장질환, 저단백식이 등에 의한 BUN/Cr 
수치가 10 미만인 케이스는 연구에 포함시키지 않고 

10≤BUN/Cr≤20인 대상자를 정상군(Somers 2004; 
Gordon 등 2010)으로, BUN/Cr 비율이 20 초과인 경

우를 탈수군으로 분류하였다.
BMI 구분은 대한비만학회에서 제시하는 아시아인 

기준인 BMI가 18.5 kg/m2 미만인 경우는 저체중군, 
BMI가 18.5 kg/m2 이상∼23 kg/m2 미만인 경우는 정

상군, BMI가 23 kg/m2 이상이고 25 kg/m2 미만인 경

우는 비만 전단계, 마지막으로 BMI가 25 kg/m2 이상

인 경우는 비만으로 분류하였다(Han & Cho 2011). 수

축기혈압은 120 mmHg 미만, 120 mmHg 이상∼140 
mmHg 미만, 140 mmHg 이상으로 3군으로 분류하였

고, 이완기혈압은 80 mmHg 미만, 80 mmHg 이상∼90 
mmHg 미만, 90 mmHg 이상으로 3군으로 분류하였다

(The Korean Society of Hypertension 2021). 허리둘레 

구분은 80 cm 이상과 85 cm 이상을 기준으로 분석하

였다(Choi 등 2004). 평소에 하루 동안 앉아서 보내는 

시간은 본 연구 대상자의 자료를 4분위로 나누어 300분 
미만, 300분 이상∼479분 이하, 480분 이상∼600분 

이하, 600분 초과로 구분하였다. 

3. 수분 섭취량

액체 수분 섭취량(컵)은 “하루에 물(생수, 보리차, 
결명자차, 옥수수차 등)을 얼마나 섭취하십니까?”에 

대한 섭취량이다. 액체 수분 섭취량(컵)을 본 연구 대

상자의 자료를 4분위로 구분하여 3컵 이하, 3.1컵 이

상∼4.4컵 이하, 4.5컵 이상∼6.0컵 이하, 6.0컵 초과

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음식 수분 섭취량(g)은 24시간 

회상법으로 조사한 영양소 섭취량 분석으로 산출된 

음식으로 섭취한 수분 섭취량이다.

4. 열량과 영양소 섭취량 및 권장섭취량 또는 

충분섭취량 대비 섭취비율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열량과 영양소 섭취량을 
계산하였으며 열량은 연령대별 에너지필요추정량인 

19∼29세(2,000 kcal), 30∼49세(1,900 kcal), 30∼49세

(1,700 kcal) 대비 섭취한 열량의 비율로 산출하였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KR) & 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20). 영양소 섭취량도 각각 연령대

별로 권장섭취량 또는 충분섭취량 대비 섭취한 비율

을 산출하였다. 식이섬유는 성인 여성 모두 충분섭취

량이 20 g이었고, 총수분의 충분섭취량은 연령대별 

2,100 mL(19∼29세), 2,000 mL(30∼49세), 1,900 mL 
(30∼49세) 대비 섭취량을 산출하였다. 수분 섭취량 

중 액체 수분 섭취량은 성인 여성 모두 1,000 mL이

었다. 음식 수분 섭취량(g)은 액체 수분 섭취량(컵)을 

포함하지 않은 값이다. 또한 음식 수분 섭취비율은 

총수분섭취량 대비 음식 수분 섭취량의 비율이다. 

5. 통계분석

분석에 사용된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2016∼2018년)
의 자료는 순환표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로 총 

576조사구에서 13,248가구 수를 추출하여 시ㆍ도, 동

읍면, 주택유형에 따라 성별, 연령, 주거면적 비율 등

의 층화된 표본이다. 분석 자료는 남성과 여성이면서 

신장질환 및 만성질환 진단자를 제외한 건강한 여성

을 추출하였다. 활용된 통계패키지는 SPSS pro-
gram(SPSS Inc., Chicago, IL, USA, version 23.0)이다. 
각 변수의 빈도값,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섭취여부에 따른 유의성은 Student t-test를 사용하여 

검정하였으며 상관성은 Pearson’s Correlation test로 분

석하였다. 탈수 여부에 따른 평소에 하루 동안 앉아

서 보내는 시간과 신장, 체중, BMI, 허리둘레와 수축

기혈압, 이완기혈압의 비율은 이분항 회귀분석으로 

계산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0.05
에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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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female adult by dehydration.

Total (n=5,116)
Dehydration

P-value
Normal (n=3,247) Dehydrated (n=1,869)

Sedentary time (min)1)

  Total (n=5,116) 476.01±205.022) 494.37±206.91 444.11±197.73 0.001***7)

  19∼29 (n=844) 582.18±205.40 584.49±204.55 574.32±208.61 0.547
  30∼49 (n=2,706) 472.71±201.61 482.09±202.68 449.73±197.19 0.001
  50∼64 (n=1,566) 424.49±188.80 442.15±194.37 411.18±183.47 0.001
Height (cm)
  Total (n=5,116) 159.50±5.80 160.11±8.55 158.44±5.83 0.001***
  19∼29 (n=844) 161.61±5.45 161.57±5.31 161.74±5.92 0.701
  30∼49 (n=2,706) 160.46±5.56 160.69±5.52 159.90±5.62 0.001
  50∼64 (n=1,566) 156.69±5.34 157.02±5.45 156.44±5.25 0.035
Weight (kg)
  Total (n=5,116)  58.10±9.47  58.16±9.59  58.01±9.26 0.576
  19∼29 (n=844)  57.02±10.25  56.78±10.12  57.84±10.67 0.204
  30∼49 (n=2,706)  58.76±9.82  58.69±9.75  58.94±9.98 0.543
  50∼64 (n=1,566)  57.55±8.26  57.98±8.38  57.22±8.15 0.070
BMI (kg/m2)3)

  Total (n=5,116)  22.84±3.52  22.69±3.58  23.10±3.38 0.001***
  19∼29 (n=844)  21.81±3.61  21.72±3.55  22.09±3.79 0.034
  30∼49 (n=2,706)  22.82±3.62  22.73±3.63  23.04±3.60 0.052
  50∼64 (n=1,566)  23.44±3.13  23.52±3.26  23.37±3.04 0.328
WC (cm)4)

  Total (n=5,116)  76.41±9.12  75.85±9.20  77.38±8.88 0.001***
  19∼29 (n=844)  71.88±8.67  71.53±8.58  73.05±8.88 0.216
  30∼49 (n=2,706)  76.47±9.19  76.25±9.11  77.00±9.34 0.046
  50∼64 (n=1,566)  78.76±8.29  78.92±8.51  78.64±8.13 0.507
SBP (mmHg)5)

  Total (n=5,116) 110.66±14.27 109.43±13.27 112.81±15.64 0.001***
  19∼29 (n=844) 105.41±9.49 105.36±9.71 105.61±8.73 0.751
  30∼49 (n=2,706) 108.05±12.24 108.00±12.07 108.17±12.64 0.741
  50∼64 (n=1,566) 118.01±16.67 117.47±16.03 118.42±17.14 0.262
DBP (mmHg)6)

  Total (n=5,116)  73.20±9.26  72.74±9.16  74.00±9.38 0.001***
  19∼29 (n=844)  69.61±8.26  69.50±8.53  69.99±7.28 0.470
  30∼49 (n=2,706)  72.67±9.03  72.70±9.02  72.61±9.07 0.825

  50∼64 (n=1,566)  76.04±9.33  75.99±9.04  76.08±9.55 0.845
1) Minute
2) Mean±standard deviation
3) Body mass index
4) Waist circunference
5) Systolic blood presure
6) Diastolic blood presure
7)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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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utrients intake of female adults by dehydration.

　 Total (n=5,116) Normal (n=3,247) Dehydrated (n=1,869) P-value1)

Energy (kcal) 1,778.62±727.042) 1,780.70±733.00 1,775.02±716.74 0.788
Water intake from food (g)  991.88±544.44  977.28±525.79 1,017.26±574.68 0.014
Water intake from liquid (cup)    4.71±2.85    4.80±2.91    4.56±2.74 0.003
Protein (g)   65.01±32.49   64.92±31.96   65.17±33.41 0.788
Fat (g)   43.23±30.16   44.20±30.36   41.56±29.74 0.003
  SFA (g)3)   14.13±11.13   14.67±11.43   13.21±10.52 0.000
  MUFA4)   13.74±10.91   14.00±10.95   13.31±10.83 0.029
  PUFA5)   11.26±8.40   11.32±8.21   11.14±8.72 0.462
  N36)    1.81±2.12    1.76±1.73    1.90±2.66 0.041
  N67)    9.44±7.22    9.54±7.11    9.26±7.41 0.186
Cholesterol (mg)  233.90±201.86  238.87±196.75  225.26±210.21 0.020
Crude fiber (g)   23.81±13.65   22.86±12.87   25.45±14.76 0.000
Calcium (mg)  498.79±312.36  494.61±309.90  506.04±316.55 0.208
Sodium (mg) 3,065.14±1,957.31 3,051.02±1,922.99 3,089.68±2,015.82 0.496
Potassium (mg) 2,679.53±1,261.55 2,619.20±1,205.76 2,784.35±1,346.93 0.000
Iron (mg)   11.10±6.13   11.01±6.31   11.27±5.80 0.141
Vitamin A (μg R.E)  617.62±709.14  609.72±755.24  631.35±620.93 0.293
β-Carotene (μg) 2,753.70±3,469.80 2,656.05±3,798.89 2,923.35±2,800.68 0.008
Retinol (μg)  158.67±380.67  167.04±382.89  144.13±376.45 0.037
Vitamin C (mg)   65.12±93.53   63.05±66.92   68.73±127.09 0.073

Folic acid  305.91±158.33  298.02±151.67  319.60±168.44 0.000
1) Significance at α= 0.05 as determined by t-test
2) Mean±standard deviation
3) Saturated fatty acid
4) Mono unsaturated fatty acid
5) Poly unsaturated fatty acid
6) Omega 3 fatty acid
7) Omega 6 fatty acid

결 과

1. 탈수 여부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사항

탈수 여부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사항을 분석한 결

과는 Table 1과 같다. 전체 대상자 5,116명 중 탈수군

은 1,869명(36.53%), 정상군은 3,247명(63.47%)이었다. 
전체 대상자에서 정상군은 평소에 하루 동안 앉아서 보

내는 시간(P＜0.001)과 신장(P＜0.001)가 각각 494.37± 
206.91분, 160.11±8.55 cm로 탈수군의 444.11±197.73분, 
158.44±5.83 cm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성인 여성의 연령 구분인 19∼29세, 30∼49세, 
50∼64세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평소에 하루 동안 

앉아서 보내는 시간은 30∼49세(P＜0.001), 50∼64세

(P＜0.01)에서도 같은 경향으로 정상군이 탈수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신장도 30∼49세(P＜0.01), 50∼64세
(P＜0.05)에서 같은 경향으로 정상군이 탈수군보다 유

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전체 대상자에서 탈수군의 BMI(P＜0.001), 

허리둘레(P＜0.001), 수축기혈압(P＜0.001)과 이완기혈

압(P＜0.001)은 각각 23.10±3.38 kg/m2, 77.38±8.88 cm, 
112.81±15.64 mmHg, 74.00±9.38 mmHg로 정상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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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Nutrients intake ratio per recommended nutrient intake or adequate intake of subjects by dehydration. (%)

　 Total (n=5,116) Normal (n=3,247) Dehydrated (n=1,869) P-value1)

Energy3)  96.06±39.002)  94.97±38.95  97.95±39.02 0.008
Watera  50.09±27.72  49.02±26.61  51.93±29.46 0.000
Proteinb 127.96±63.45 127.37±62.27 128.99±65.47 0.379
Crude fiberc 119.03±68.24  114.3±64.37 127.26±73.78 0.001
Calciumb  68.39±42.87  68.71±43.01  67.83±42.63 0.476
Sodiumc 204.34±130.49 203.40±128.20 205.98±134.39 0.496
Potassiumc  76.56±36.04  74.83±34.45  79.55±38.48 0.001
Ironb  98.33±63.35  91.72±61.04 109.81±65.63 0.001
Vitamin Ab  97.62±112.05  95.59±118.89 101.15±98.98 0.087
Thiaminb 108.85±62.80 108.12±64.06 110.12±60.55 0.272
Riboflavinb 125.67±66.57  91.72±61.04 109.81±65.63 0.651
Vitamin Cb  63.98±68.50  63.05±66.92  65.61±71.15 0.199

Folic acidb  76.48±39.58  74.51±37.92  79.90±42.11 0.001
1) Significance at α= 0.05 as determined by t-test
2) Mean±standard deviation
3) Energy intake ratio=energy intake/estimated energy requirement
a Water intake from food ratio=water intake from food/adequate intake of total water
b Nutrient intake ratio 1=nutrient intake/recommended nutrient intake (RI)
c Nutrient intake ratio 2=nutrient intake/adequate intake (AI)

22.69±3.58 kg/m2, 75.85±9.20 cm, 109.43±13.27 mmHg, 
72.74±9.16 mmHg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연령을 19∼
29세, 30∼49세, 50∼64세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BMI는 19∼29세에서만 탈수군(22.09±3.79 kg/m2)이 

정상군(21.72±3.55 kg/m2)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허리

둘레는 30∼49세에서만 탈수군(77.00±9.34 cm)이 정상

군(76.25±9.11 cm)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수축

기혈압과 이완기혈압은 연령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탈수 여부에 따른 열량 및 영양소 섭취상태

탈수 여부에 따른 열량과 영양소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정상군의 액체 수분 섭취량

(컵), 지방, 포화지방산, 단일불포화지방산, 콜레스테롤, 
레티놀의 섭취량은 각각 4.80±2.91컵(P＜0.01), 44.20± 
30.36 g(P＜0.01), 14.67±11.43 g(P＜0.001), 14.00±10.95 g 
(P＜0.01), 238.87±196.75 mg(P＜0.05), 167.04±382.89 μg 

(P＜0.05)으로 탈수군의 섭취량 4.56±2.74컵, 41.56±29.74 g, 
13.21±10.52 g, 13.31±10.83 g, 225.26± 210.21 mg, 144.13± 
376.45 μg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탈수군의 

음식 수분 섭취량(g), 오메가 3 지방산, 식이섬유, 칼륨, 
베타카로틴, 엽산은 각각 1,017.26±574.68 g(P＜0.05), 
1.90±2.66 g(P＜0.05), 25.45±14.76 g(P＜0.001), 2,784.35± 
1,346.93 mg(P＜0.001), 2,923.35±2,800.68 μg(P＜0.01), 
319.60±168.44 ng/mL(P＜0.001)으로 정상군의 섭취량 

977.28±525.79 g, 1.76±1.73 g, 22.86±12.87 g, 2,619.20± 
1,205.76 mg, 2,656.05±3,798.89 μg, 298.02±151.67 ng/mL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3. 탈수 여부에 따른 영양소 권장섭취량 또는 

충분섭취량 대비 섭취비율

탈수 여부에 따른 영양소 권장섭취량 또는 충분섭

취량 대비 섭취비율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에너지필요추정량 대비 에너지 섭취비율은 탈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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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by BUN/Cr ratio.

　
Total 

(n=5,116)
Normal 

(n=3,247)
Dehydrated
(n=1,869)

Age (years) 0.334** 0.193** 0.223**
Height (cm) –0.178** –0.125** –0.110**
Weight (kg) –0.032* –0.051** –0.039
BMI (kg/m2)1) 0.047** 0.002  0.010
WC (cm)2)  0.079** 0.016  0.036
SBP (mmHg)3)  0.132**  0.035* –0.008
DBP (mmHg)4)  0.054** 0.099**  0.014

Daily usual sedentary 
time (min)

–0.157** –0.097** –0.123**

1) Body mass index
2) Waist circunference
3) Systolic blood presure
4) Diastolic blood presure
 *P＜0.05, **P＜0.01 

(97.95±39.02%)이 정상군(94.97±38.95%)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1). 음식 수분(P＜0.001), 식이섬유(P＜0.001), 
칼륨(P＜0.001), 철(P＜0.001), 엽산(P＜0.001)의 섭취

비율도 같은 경향으로 탈수군의 영양소 섭취비율이 각

각 127.26±73.78%, 79.55±38.48%, 109.81±65.63%, 
79.90±42.11%로 정상군의 영양소 섭취비율(114.30± 
64.37%, 74.83±34.45%, 91.72±61.04%, 74.51±37.92%)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트륨 섭취비

율은 두군 모두 충분섭취량의 평균 200% 이상으로 

섭취하고 있었으며, 식이섬유도 두군 모두 충분섭취

량의 평균 200% 이상으로 섭취하고 있었다. 단백질, 
티아민도 두군 모두 권장섭취량 대비 평균 100% 이

상으로 섭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칼슘과 비타민 C는 

두군 모두 권장섭취량의 평균 70% 미만으로 섭취하

고 있었다. 

4. 탈수 지표와 일반사항과의 상관성

탈수 지표와 일반사항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전체 대상자에서 탈수 지표인 BUN/Cr 
비는 연령(P＜0.01), BMI(P＜0.01), 허리둘레(P＜0.01), 
수축기혈압(P＜0.01), 이완기혈압(P＜0.01)과 양의 상

관성을 나타내어 BUN/Cr 비가 높아질수록 유의적으

로 높아지는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나 신

장(P＜0.01), 체중(P＜0.05), 평소에 하루 동안 앉아서 

보내는 시간(P＜0.01)과는 음의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정상군의 경우는 전체 대상자와 같은 경향으로 BUN/Cr 
비가 연령(P＜0.01), 수축기혈압(P＜0.05), 이완기혈압

(P＜0.01)과 양의 상관성을 보였고 신장(P＜0.01), 체중

(P＜0.01), 평소에 하루 동안 앉아서 보내는 시간(P＜0.01)
과는 음의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탈수군의 경우

는 BUN/Cr 비가 연령(P＜0.01)에서만 양의 상관성을 

나타냈고 신장(P＜0.01), 평소 하루 앉아서 보내는 시

간(P＜0.01)과는 음의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5. 영양소 권장섭취량 또는 충분섭취량 대비 

비율과 BUN/Cr, 수분 섭취량, 평소에 하루 

동안 앉아서 보내는 시간과의 상관성 

영양소 권장섭취량 또는 충분섭취량 대비 비율과 

BUN/Cr, 수분 섭취량, 평소에 하루 동안 앉아서 보내

는 시간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전체 대상자에서 탈수 지표인 BUN/Cr은 에너지(P＜0.05), 
수분(P＜0.01), 식이섬유(P＜0.01), 칼륨(P＜0.01), 철

(P＜0.01), 엽산(P＜0.01)의 섭취비율에 있어서 섭취비

율이 높을수록 BUN/Cr 값이 유의적으로 높아지는 양

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나 액체 수분 섭취량

(컵)은 BUN/Cr과 음의 상관성(P＜0.01)을 나타내어 

액체 수분 섭취량(컵)이 많아질수록 BUN/Cr 값이 유

의적으로 낮아지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탈수 

여부에 따라 대상자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탈수 지표인 BUN/Cr 정상군(10≤BUN/Cr≤
20)의 경우 음식 수분(P＜0.05), 칼륨(P＜0.05), 철

(P＜0.01)의 섭취비율과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나타내

어 섭취비율이 높을수록 BUN/Cr 유의적으로 높아지

는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대상자와 

같은 경향으로 탈수 지표인 BUN/Cr 정상군의 경우 액

체 수분 섭취량(컵)은 BUN/Cr과 음의 상관성(P＜0.01)
을 나타내 액체 수분 섭취량(컵)이 많아질수록 BUN/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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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 between nutrient intake per recommended nutrient intake or adequate intake of the subjects by 
BUN/Cr ratio.

 Total (n=5,116)  Normal (n=3,247)  Dehydrated (n=1,869)

BUN/Cr. 
ratio

Water
(%)

Sedentary 
time

BUN/Cr. 
ratio

Water
(%)

Sedentary 
time

BUN/Cr. 
ratio

Water
(%)

Sedentary 
time

Energy (%) 0.034* 0.545** –0.023 0.013 0.521** –0.012 0.002 0.581** –0.031
Water intake from 

food (%)
0.045** 1 –0.030* 0.036* 1 –0.019 –0.016 1 –0.035

Water intake from 
liquid (cup)

–0.058** 0.023 –0.026 –0.054** 0.042* –0.030 –0.034 –0.001 –0.035

Protein (%) 0.013 0.479** 0.011 0.034 0.474** 0.003 –0.021 0.488** 0.028
Crude fiber (%) 0.084** 0.613** –0.095** 0.030 0.586** –0.081** 0.012 0.648** –0.094**
Calcium (%) –0.014 0.374** –0.006 0.012 0.360** –0.011 –0.031 0.400** –0.002
Sodium (%) 0.007 0.373** –0.032* 0.025 0.372** –0.033 –0.026 0.375** –0.028
Potassium (%) 0.058** 0.698** –0.074** 0.038* 0.679** –0.069** –0.007 0.722** –0.066**
Iron (%) 0.161** 0.457** –0.108** 0.086** 0.446** –0.084** 0.090** 0.468** –0.111**
Vitamin A (%) 0.025 0.333** –0.032* 0.027 0.312** –0.022 –0.009 0.380** –0.047*
Thiamin (%) 0.010 0.399** –0.011 0.002 0.370** –0.017 –0.009 0.449** 0.005
Riboflavin (%) –0.009 0.488** 0.023 –0.005 0.472** 0.018 –0.044 0.514** 0.035
Vitamin C (%) 0.012 0.391** –0.024 0.006 0.381** –0.022 –0.013 0.406** –0.022

Folic acid (%) 0.057** 0.557** –0.097** 0.034 0.534** –0.089** –0.013 0.585** –0.093**
 *P＜0.05, **P＜0.01 

값이 유의적으로 낮아지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

다. 탈수군(20＜BUN/Cr)은 철 섭취비율(P＜0.01)과만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24시간 회상법으로 분석한 음식 수분 섭취량의 충

분섭취량 대비 비율을 열량 및 영양소 섭취비율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전체 대상자와 정상군 그리고 

탈수군 모두에서 음식 수분 섭취비율은 에너지(P＜0.01), 
단백질(P＜0.01), 식이섬유(P＜0.01), 칼슘(P＜0.01), 나

트륨(P＜0.01), 칼륨(P＜0.01), 철(P＜0.01), 비타민 A 
(P＜0.01), 티아민(P＜0.01), 리보플라빈(P＜0.01), 비타

민 C(P＜0.01), 엽산(P＜0.01)의 섭취비율과 양의 상관

성을 나타내어 모든 영양소 섭취비율이 높아질수록 

음식 수분 섭취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아지는 양의 상

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나 정상군에서만 음식 수분 

섭취비율이 액체 수분 섭취량(컵)과 유의한 양의 상

관성을 나타내었다(P＜0.05). 
평소에 하루 동안 앉아서 보내는 시간과 영양소섭

취비율을 분석한 결과 음식 수분 섭취비율(P＜0.05), 

식이섬유 섭취비율(P＜0.01), 나트륨 섭취비율(P＜0.05), 
칼륨 섭취비율(P＜0.01), 철 섭취비율(P＜0.01), 비타민 

A 섭취비율(P＜0.05), 엽산 섭취비율(P＜0.01)과 음의 

상관성을 나타내어 평소 하루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영양소 섭취비율이 유의적으로 낮아지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정상군에서도 같은 경향

으로 평소 하루 앉아서 보내는 시간과 영양소 섭취비

율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식이섬유 섭취비율(P＜0.01), 
칼륨 섭취비율(P＜0.01), 철 섭취비율(P＜0.01), 엽산 

섭취비율(P＜0.01)과 음의 상관성을 나타냈고 탈수군

의 경우는 평소에 하루 동안 앉아서 보내는 시간과 

영양소 섭취비율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식이섬유

섭취비율(P＜0.01), 칼륨 섭취비율(P＜0.01), 철 섭취비

율(P＜0.01), 비타민 A 섭취비율(P＜0.05), 엽산 섭취비

율(P＜0.01)과 음의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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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Odds ratio of sedentary time and anthropometry data by BUN/Cr ratio.

　 Odds ratio 95% CI P-value

Sedentary time (min) 600＜ 1
480∼600 1.174 (0.978∼1.409) 0.085
300∼479 1.564 (1.318∼1.857) 0.001
＜300 1.871 (1.579∼2.215) 0.001

Height (cm) ≥159.6 1
＜159.6 1.615 (1.440∼1.812) 0.001

Weight (kg) ≥56.7 1
＜56.7 0.975 (0.870∼1.093) 0.667

BMI (kg/m2)1) ≥18.5 and ＜23 1
＜18.5 0.639 (0.491∼0.830) 0.001
≥23 and ＜25 1.271 (1.091∼1.480) 0.002
25≤ 1.152 (1.000∼1.328) 0.050

WC (cm)2) ＜80 1
≥80 1.407 (1.246∼1.589) 0.001
＜85 1
≥85 1.213 (1.044∼1.408) 0.011

SBP (mmHg)3) ＜120 1
120∼139 1.659 (1.430∼1.925) 0.001
140≤ 1.843 (1.412∼2.405) 0.001

DBP (mmHg)4) ＜80 1
80∼89 1.238 (1.066∼1.437) 0.005
90≤ 1.503 (1.170∼1.931) 0.001

Water intake from food (%) ＜44.98 1
≥44.98 1.08 (0.964∼1.21) 0.184

Water intake from liquid (cup) 6.0＜ 1

0∼6.0 1.162 (1.018∼1.326) 0.026
1) Body mass index
2) Waist circunference
3) Systolic blood presure
4) Diastolic blood presure

6. 탈수 위험 오즈비

평소에 하루 동안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600분(10
시간) 초과군을 기준으로 하여 오즈비를 분석한 결과 

평소 하루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300분(5시간) 미만

군(OR[95% CI], 1.871[1.579∼2.215])에서 탈수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P＜0.001). 평소 하루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300분 이상∼479분 이하군(OR[95% CI], 1.564 
[1.318∼1.857])에서도 평소에 하루 동안 앉아서 보내

는 시간이 600분(10시간) 초과군보다 탈수 위험이 유

의하게 높았다(P＜0.001). 또한 신장이 159.6 cm 이상

군을 기준으로 하여 오즈비를 분석한 결과 신장이 
159.6 cm 미만군(OR[95% CI], 1.615[1.440∼1.812])의 탈

수 위험이 1.615배로 유의하게 높았다(P＜0.001). 
BMI가 18.5 kg/m2 이상∼23 kg/m2 미만인 정상군을 

기준으로 오즈비를 분석한 결과 BMI가 18.5 kg/m2 
미만인 저체중군(OR[95% CI], 0.639[0.491∼0.830])의 

탈수 위험은 유의하게 낮았으나(P＜0.01), 비만 전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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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I가 23 kg/m2 이상∼25 kg/m2 미만인 과체중군

(OR[95% CI], 1.271[1.091∼1.480])의 탈수 위험은 

BMI 정상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1). 허리둘레

가 80 cm 미만군을 기준으로 하여 오즈비를 분석한 

결과 허리둘레가 80 cm 이상군(OR[95% CI], 1.407 
[1.246∼1.589])의 탈수 위험이 1.407배로 유의하게 높

았다(P＜0.001). 또한 허리둘레가 85 cm 미만군을 기

준으로 하여 오즈비를 분석하였을 때도 허리둘레가 

85 cm 이상군(OR[95% CI], 1.213[1.044∼1.408])의 탈

수 위험이 1.213배로 유의하게 높았다(P＜0.05). 수축

기혈압이 120 mmHg 미만군을 기준으로 하여 오즈비

를 분석한 결과 수축기혈압이 120 mmHg 이상∼139 
mmHg 이하군(OR[95% CI], 1.659[1.430∼1.925])의 탈

수 위험이 1.659배로 유의하게 높았다(P＜0.001). 수축

기혈압이 140 mmHg 이상군(OR[95% CI], 1.843 
[1.412∼2.405])도 같은 경향으로 수축기혈압이 120 
mmHg 미만군보다 탈수 위험이 1.843배로 유의하게 

높았다(P＜0.001). 이완기혈압이 80 mmHg 미만군을 

기준으로 하여 오즈비를 분석한 결과 이완기혈압이 

80 mmHg 이상∼89 mmHg 이하군(OR[95% CI], 
1.238[1.066∼1.437])의 탈수 위험이 1.238배로 유의하

게 높았다(P＜0.01). 이완기혈압이 90 mmHg 이상군

(OR[95% CI], 1.503[1.170∼1.931])의 탈수 위험은 이

완기혈압이 80 mmHg 미만군보다 1.503배 유의하게 

높았다(P＜0.01). 액체 수분 섭취량(컵)이 6.0컵 초과

군을 기준으로 하여 오즈비를 분석한 결과 6.0컵 이

하군(OR[95% CI], 1.162[1.018∼1.326])의 탈수 위험이 

액체 수분 섭취량(컵) 6.0컵 초과군보다 1.162배로 유

의하게 높았다(P＜0.05)(Table 6).

고 찰 

본 연구는 성인 여성의 탈수와 영양소 섭취비율 

및 앉아있는 생활습관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시행되었으며 한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연구이다. 탈수와 관련된 성인 

여성의 영양소 섭취에 대한 분석과 탈수 지표인 

BUN/Cr 비율에 따른 신체계측과 더불어 평소 하루에 

앉아서 보내는 시간과의 관계, 이 비율과 연관된 영

양섭취량과의 상관관계, 앉아있는 시간과 연령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체수분의 변화는 연령대와 

체질량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모든 데이터를 연령별로 구분한 후 탈

수군과 정상군으로 구분하여 연령대와 BMI의 탈수 

위험을 비교 분석하였다.
음용수 품질에 대한 WHO 지침에 따르면 탈수는 

부적절한 수분 섭취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며 급성 탈

수의 증상을 수분 부족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있

다. 신체 체중의 1%의 체액 손실이 발생하면 체온 조

절이 손상되고 갈증이 유발되며 탈수가 발생되고, 
2%에서는 갈증이 증가되고 막연한 불편함과 식욕부

진이 생기며, 3%에서는 입이 마르고 4%에서 20∼
30%의 작업능력 감소가 나타나며, 집중의 어려움, 두

통 및 졸음이 5%에서 관찰된다. 사지의 따끔거림과 

저림이 6% 정도에서 보이고, 7% 탈수로 인해 신체조

직의 기능 저하가 초래되고 탈수로 인한 체내 수분의 

10% 손실은 생명을 위협한다(Grandjean 2004)고 명시

되어 있다. 극심한 탈수는 인체에 매우 심각하며 치

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건강한 개

인이 일상적인 활동 중에 경미한 탈수가 발생했을 경

우에도 인지능력이 저하되거나 기분의 전환, 부정적

인 증상이 나타나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한다(Amstrong 
2012). 탈수는 또한 반응 시간, 조정, 추적, 단기 기

억, 주의 및 정신 집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

지 결과를 유도하고(Clark 등 2010) 피로감을 더 빠르

게 느끼게 하며 탈수가 고통스러운 자극과 관련된 뇌 

활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다(Ogino 
등 2014).

운동선수의 탈수는 운동수행능력에서 운동강도를 

2%, 힘을 3%, 고강도 지구력을 약 10% 정도 감소시

킬 수 있다. 저나트륨혈증 또는 물 중독은 신장의 빠

르게 배설하는 능력을 초과할 수 있는 과도한 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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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 및 나트륨의 과도한 손실 또는 희석이 있을 때 

발생하는 위험한 상태인데 지구력 운동 선수는 특히 

경기 중 땀으로 손실된 나트륨과 수분을 보충하지 않

는 경우 저나트륨혈증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며 여성

과 어린이는 또한 낮은 땀 비율과 총 체수분 때문에 

저나트륨혈증에 더 취약하다고 한다(Clark 등 2010). 
또한 탈수는 열과 함께 지구력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데 이는 혈장 혈액량의 감소와 발한 반응 및 열발산 

감소를 유도하는 피부로의 혈류 감소 및 심부의 온도 

증가(González-Alonso 등 1997)를 유도한다.
탈수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가되어 

다른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결과에서도 탈

수 지표인 BUN/Cr 비가 연령이 증가할수록 탈수군에

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BUN/Cr 비율은 혈청 내 크레아티닌에 대한 혈중요소

질소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면 탈수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유럽학술지(European Review for Medical 
and Pharmacological)에서 발표한 방법(Crary 등 2013; 
Yun 등 2017)으로 정확도 측면에서 가장 민감하여 

탈수 지표 분석으로 많이 사용된다.  
단백질 대사과정에서 생성되는 혈중 요소질소는 

최종적으로 신장의 사구체에서 여과되어 소변으로 배

설되는데, 신장의 배설 기능이 나쁘면 혈중 요소질소

의 농도가 높아지게 된다. 크레아티닌은 사구체의 여

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 이용되는데 이는 사구체

에서 여과된 후 세뇨관에서 재흡수가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며, 신장 손상 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탈수의 경우 요소의 재흡수가 신장에서 촉진되므로 

BUN/Cr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Yun 등 

2017). 다른 선행연구인 노인환자의 탈수 연구에서도 

BUN/Cr 비는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Lindeman 등 2000; Simmons 등 2001) 탈수의 진단검

사 결과 표준지침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도 탈수 지표인 BUN/Cr 비가 연령이 증가할수록 탈

수군에서 증가한 것은 노화가 탈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Shah 2014; Kim 등 2017). 연령

의 증가에 따라 수분 섭취도 점차 줄어들게 되는데 

갈증 기전의 연령 관련 감소는 매우 복잡하다. 부분

적으로는 시상하부 갈증 센서와 말초 압수용기의 변

화에   의해 주도되며, 두 곳 모두 연령 증가에 따라 

개인마다 다양한 정도로 퇴화한다고 한다. 또한 증가

된 삼투압 농도에 반응하는 능력은 젊은 성인과 유사

하지만 더 높은 연령에서의 갈증 감소 메커니즘은 체

적 부족을 감지하는 능력이 현저히 감소한 이차적 요

인이라고 한다(Picetti 등 2017). BUN/Cr은 영양상태, 
감염, 발열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Yun 
등 2017). 

다른 요인으로 인한 노화의 영향도 있지만 적절한 

영양소의 섭취는 노화를 지연시키고 건강을 지켜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부적절한 영양섭취로 인해 

근감소증이 올 수 있고 노쇠의 복잡한 병인에 기여하

는 요인들과 이에 따르는 많은 질병으로 인해 노화의 

진행이 빨라질 수 있다. 저체중과 영양부족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탈수가 일어나는 특징에 대해 보고한 선

행연구(Birmingham 2008)도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에

서도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탈수군이 정상군에 비하여 

체중이 다소 감소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탈수 여부에 

따른 영양소의 섭취에 있어서는 탈수군이 칼륨과 나

트륨의 섭취율이 정상군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특히 

액체 수분 섭취량에 있어서는 정상군이 탈수군에 비

하여 더 많이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군의 액체 

수분 섭취량(컵)은 4.80±2.91컵(P＜0.01)으로 탈수군의 

섭취량 4.56±2.74컵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탈수군의 음식 수분 섭취량은 1,017.26±574.68 g으로 

정상군의 섭취량 977.28±525.79 g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음식 섭취는 탈수군이 더 높게 

나타나서 음식 수분 섭취량(g)이 탈수군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난 결과를 보여준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

구 결과에서는 탈수군의 BMI와 허리둘레가 59∼64세

를 제외한 연령대에서 정상군보다 높게 나타났다. 비

만 전단계로 BMI가 23 kg/m2 이상∼25 kg/m2 미만인 

과체중군의 탈수 위험은 BMI 정상군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P＜0.01), 허리둘레가 80 cm 이상군 탈수 

위험이 1.407배 이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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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허리둘레가 85 cm 미만군을 기준으로 하여 오

즈비를 분석하였을 때도 허리둘레가 85 cm 이상군의 

탈수 위험이 1.213배로 유의하게 높았다(P＜0.05). 
BMI가 더 높은 경우 부적절하게 수분을 공급하는 방

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보고하는 연구결과도 있다

(Chang 등 2016). 이는 수분의 필요량은 신진대사율, 
체표면적, 체중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비만인 사람

은 비만하지 않은 사람보다 수분 필요량이 더 많으며 

수분 함량이 높은 음식의 차등적인 섭취는 부적절한 

수분 공급과 BMI 상승 간의 관계에 기여할 수도 있

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물이나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

은 일반적으로 그램당 칼로리가 더 적기 때문에 칼로

리 밀도가 낮지만 지방이 많은 음식은 일반적으로 칼

로리 밀도가 높기 때문에 과일과 채소를 늘리는 것이 

건강한 체중 관리 전략의 일부로 권장된다고 한다. 
또한 체중증가로 인해 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증가되고 있고 신체활동량의 감소로 인한 체력저하 

또한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로 밝혀졌는데(Stevens 
등 1998; Carnethon 등 2005; Kim 2010). 본 연구에서 

수축기혈압이 120 mmHg 이상∼139 mmHg 이하군의 

탈수 위험이 약 1.7배, 140 mmHg 이상군도 같은 경향으

로 120 mmHg 미만군보다 탈수 위험이 1.8배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이완기혈압의 경우 80 
mmHg 이상∼89 mmHg 이하군의 탈수 위험이 1.2배 이

상, 90 mmHg 이상군의 탈수 위험은 80 mmHg 미만

군보다 1.5배 정도 유의하게 높았다(P＜0.01). 또한 액

체 수분 섭취량이 3컵 이하군의 탈수 위험이 6컵 초

과군보다 1.2배로 6컵 이하군의 탈수 위험보다도 1.16배
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5).

적절한 수분 섭취와 총 체수분의 항상성은 뇌 기

능 유지를 포함하여 인간의 건강과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심한 탈수는 정신적인 심각한 혼란을 일으

키고 섬망 등의 분명한 인지기능의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Armstrong 등 2012). 지나친 카페인 섭취, 과도

하게 섭취하는 염분, 과도한 발한, 알코올 섭취, 장기

간의 스트레스 등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수분을 고갈

시킨다(Grandjean 2004; Amen 2012). 적절한 수분 공

급을 포함한 적절한 영양 공급은 탈수와 비만 및 질

병으로 우려되는 심각한 공중 건강상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Popkin 등 2010).
또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인 정상군은 평소에 

하루 동안 앉아서 보내는 시간(좌식행동)이 탈수군보

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지만 BMI, 허리둘레,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혈압은 탈수군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앉아서 활동하는 시간들이 연령이 낮을수록 

더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사회활동과 동반

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고 신체계측을 통하

여 나타난 결과는 탈수군이 생리적으로 비만에 더 가

까운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 비만인 여성은 세포탈수

의 지표가 되는 콜레스테롤과 지방세포의 증가가 나

타나는데 이는 근육의 감소로 이어진다. 이로 인하여 

세포내 체액량을 감소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는 성별

과 BMI 구분에 따른 탈수연구의 결과와 동일하며

(Ritz 등 2008), 비만 여성이 탈수에 더 취약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성인들은 신체활동을 많이 하거나 건강에 좋은 식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도 좌식행동이 지나칠 경우 비

만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을 앓게 될 확률이 높으

며 좌식행동의 종류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달

랐다는 보고가 있다(Lim 2016). 일반적으로 땀을 통

해 손실되는 수분은 저온 상황이거나 좌식 상황에서 

더 낮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정상군은 평소에 하루 동안 앉아서 보내는 시간

이 탈수군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것과 같은 맥락

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심한 열이나 습

도가 있는 상태에서 운동이나 노동을 하는 경우 물과 

전해질의 주요 공급원이 땀을 통해 소모될 수 있다. 
육체적으로 활동하는 경우에, 땀은 가장 가변적인 수

분의 손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땀으로 손실되는 수분

의 양은 시간당 3∼4 L에 도달할 수 있으며 운동 강

도 및 기간, 연령, 성별, 훈련, 열적응, 기온, 습도, 풍

속, 운량, 의복과 개인의 땀을 흘리는 속도에 따라 다

르다(Gisolfi 1993). 총 하루 수분 요구량은 열 스트레

스 수준과 작업 부하에 따라 하루 2 L에서 16 L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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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하다(Sawka & Montain 2001). 
일반적으로 남성의 권장 수분 섭취량은 125∼130 

oz/day(약 16컵)이고 여성의 경우 91∼95 oz/day(약 12컵)
이다. 모든 식품 및 음료, 소스의 액체는 이러한 양에 

포함되는데 일반적으로 약 20%는 식품, 특히 과일 및 

채소에서, 나머지 80%는 음료(카페인 음료 포함)에서 

공급된다(Institute of Medicine 2005; Clark 등 2010). 
음식은 종종 물의 공급원으로 간과되지만 음식은 특

히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물 요구량의 상당한 부분을 

공급한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앉아 있을 때 소비되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수분 섭취량의 약 20%
를 공급받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물 요구량이 

크게 증가하면 음식에서 이 증가된 요구량을 얻는 것

이 불가능한 것이다(Benelam & Wyness 2010). 본 연

구에서 나타난 수분 섭취량도 정상군과 탈수군 모두

에서 권장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

한 올바른 수분 섭취량과 섭취방법에 대한 교육이나 

계도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액체 

수분 섭취량은 두군 모두에서 충분섭취량 수준에 미

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음식 수

분 섭취량은 국물량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제한점

이 있으며 카페인음료 섭취와 알코올음료 섭취로 인

한 이뇨량 증가 등도 추후 연구에서는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의 성인 여성만

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모든 연령대별 차이점과 연령

대별 여성의 직업이나 수분 섭취습관, 식사습관, 식사

량, 식사재료 등의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확정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복합표본 분석을 적용하여 

가중치 적용에 따른 자료의 일반화를 도모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또한 2차 자료 분석조사이므로 각 신

체계측자료와 상호 영향을 주는 교란인자인 연령이나 

BMI 등에 대한 보정이 진행되지 않은 것도 제한점으

로 볼 수 있다. 향후 탈수와 연관된 하루 동안 앉아

서 보내는 시간에 대한 관련성 연구는 청소년이나 노

년기를 위한 연구에 적용되도록 보완되어야하며 동연

령대의 남성과의 비교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살펴볼 때 여성, 특별히 

활발히 사회활동 중에 있는 여성들에게 적절한 수분

의 공급과 균형이 맞고 적절한 영양소의 공급이 절대

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평소에 앉아있는 

시간을 조절하는 것과 더불어 적절한 영양교육 등을 

통하여 노화에 따르는 탈수상태를 지연시키고, 부적

절한 수분의 공급으로 인한 탈수에 따르는 질병을 감

소시킬 수 있도록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바이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의 성인 

여성의 탈수 여부에 따른 영양소 섭취비율 및 앉아있

는 생활습관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결과

는 다음과 같다.
1. 정상군은 평소에 하루 동안 앉아서 보내는 시간과 

신장에서 탈수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에 탈

수군의 BMI, 허리둘레, 수축기혈압과 이완기혈압

은 정상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2. 정상군의 액체 수분 섭취량(컵), 지방, 포화지방산, 

단일불포화지방산, 콜레스테롤, 레티놀의 섭취량은 

탈수군의 섭취량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탈수군의 음식 수분 섭취량(g), 오메가 3 지방산, 
식이섬유, 칼륨, 베타카로틴, 엽산의 섭취량은 정상

군의 섭취량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3. 에너지필요추정량 대비 에너지 섭취비율은 탈수군

이 정상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음식 수분 섭취비

율, 식이섬유 섭취비율, 칼륨 섭취비율, 철 섭취비

율, 엽산 섭취비율도 같은 경향으로 탈수군의 영양

소 섭취비율이 정상군의 영양소 섭취비율보다 유

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수군은 에너지 섭

취비율과 일부 영양소 섭취비율이 정상군보다 유

의하게 높았다. 단백질과 칼슘, 나트륨 및 비타민

(티아민, 리보플라빈, C) 등의 영양소의 섭취비율

은 정상군과 탈수군 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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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체 대상자와 정상군에서 BUN/Cr 비는 연령, 수

축기혈압, 이완기혈압에서는 양의 상관성을 신장, 체

중, 평소에 하루 동안 앉아서 보내는 시간과는 음

의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탈수군의 경우는 BUN/Cr 
비가 연령에서만 양의 상관성을 나타내었고 신장, 
평소 하루 앉아서 보내는 시간과는 음의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전체 대상자에서 BMI, 허리둘

레가 BUN/Cr 비와 양의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5. 전체 대상자와 정상군에서 BUN/Cr은 에너지 섭취

비율, 수분 섭취비율, 식이섬유 섭취비율, 칼륨 섭

취비율, 철 섭취비율, 엽산 섭취비율에서 섭취비율

이 높을수록 BUN/Cr 비가 유의적으로 높아지는 양

의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정상군의 경우는 액체 수

분 섭취량(컵)은 BUN/Cr과 음의 상관성을 나타내었

으며 탈수군은 철 섭취비율에서만 유의한 양의 상

관성을 나타내었다. 전체 대상자의 BUN/Cr은 에너

지 섭취비율과는 양의 상관성을 액체 수분 섭취량

(컵)과는 음의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전체 대상자

와 정상군 그리고 탈수군 모두에서 음식 수분 섭

취비율은 에너지 섭취비율 뿐 아니라 단백질 섭취

비율, 식이섬유 섭취비율, 칼슘 섭취비율, 나트륨 

섭취비율, 칼륨 섭취비율, 철 섭취비율, 비타민 A 
섭취비율, 티아민 섭취비율, 리보플라빈 섭취비율, 
비타민 C 섭취비율, 엽산 섭취비율과 양의 상관성

을 나타내었으나 정상군에서만 음식 수분 섭취비

율이 액체 수분 섭취량(컵)과 유의한 양의 상관성

을 나타내었다. 평소에 하루 동안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전체 대상자와 정상군 그리고 

탈수군 모두에서 식이섬유 섭취비율, 칼륨 섭취비

율, 철 섭취비율, 엽산 섭취비율의 영양소 섭취비

율이 유의적으로 낮아지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

났다. 전체 대상자에서 평소에 하루 동안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음식 수분 섭취비율, 나

트륨 섭취비율, 비타민 A 섭취비율이 높아지는 양

의 상관성이 나타났다. 
6. 평소에 하루 동안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600분 초

과군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300분 미만군과 300분 

이상∼470분 이하군에서 탈수 위험이 유의하게 높

았다. 또한 신장이 159.6 cm 이상군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159.6 cm 미만군의 탈수 위험이 1.615배
로 유의하게 높았다. BMI 정상군을 기준으로 하였

을 때 저체중군의 탈수 위험은 유의하게 낮았으나, 
과체중군의 탈수 위험은 유의하게 높았다. 허리둘

레가 80 cm 미만군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80 cm 이

상군의 탈수 위험이 1.407배로 유의하게 높았다(P
＜0.001). 수축기혈압이 120 mmHg 미만군을 기준

으로 하였을 때 탈수 위험이 120 mmHg 이상∼139 
mmHg 이하군은 1.659배, 140 mmHg 이상군도 

1.843배로 각각 유의하게 높았다. 이완기혈압의 경

우도 같은 경향으로 80 mmHg 미만군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탈수 위험이 80 mmHg 이상∼89 이하

군은 1.238배, 90 mmHg 이상군은 1.503배로 각각 

유의하게 높았다. 액체 수분 섭취량(컵)이 6.0컵 초

과군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탈수 위험이 액체 수

분 섭취량(컵)이 3컵 이하군의 1.198배, 6.0컵 이하

군은 1.162배로 각각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는 한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의 성인

여성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로 모든 연령대별 차

이점이 간과된 제한점이 있다. 또한 각 연령대별 여

성의 직업이나 수분 섭취습관, 식사습관, 식사량, 식

사재료 등이 동일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한 

것과 탈수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 BMI 등을 보정하

여 분석하지 못한 것도 제한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

만 연령의 증가에 따른 탈수 빈도의 증가와 여성의 

과체중과 액체 수분 섭취량이 적은 사람에게서 증가

되는 탈수 위험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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