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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로자 각 직업군에서의 스트레스와 대사증후군: 2014–
2016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여
안선영1, 김하진1, 강시내1, 이종구1,2,*
1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2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Association between Risk of Metabolic Syndrome and Stress in Each Occupational Group of Korean
Worker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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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Chronic stress at work is known to be associated with the risk of developing metabolic syndrome. Recent studies have evaluated stress
and its association with metabolic syndrome in specific occupational groups. In the present study, we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the risk of developing metabolic syndrome in each occupational group.
Methods: The present study examined 7,460 Korean workers, aged 20–65 years, whose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conducted between 2014 and 2016. The information on usual stress awareness was self-reported, and the
biochemical profile of the blood was conducted. The chi-square test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metabolic syndrome in each occupational group.
Results: The metabolic syndrome was prevalent in 26.3% of the study subjects. In the function-related job groups, the individuals with high stress levels
showed a significantly higher risk of developing metabolic syndrome (odds ratio, 1.625; 95% confidence interval, 1.042–2.534) than those with low
stress levels. An increasing trend was observed, which suggested the increased risk of developing metabolic syndrome across increasing stress levels
in a stratified analysis in many occupational groups, specifically in function-related, viz., manager and expert, office worker, service worker, and
simple laborer (P for trend <0.001) groups.
Conclusion: The stress level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risk of developing metabolic syndrome in function-related job groups. A difference
between dose-response association of stress levels and metabolic syndrome existed in each occupational group.
Keywords: Metabolic Syndrome; Work; Occupations

위험2) 및 심혈관 위험과 이로 인한 사망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

서론

다.3) 또한, 대사증후군은 암 발생위험을 높인다고도 알려져 있다. 특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 높은 중성지방과 낮은 high density

히, 모든 성별에서 대장암의 발생률을 높이며, 동양인 남성은 대사

lipoprotein (HDL) 콜레스테롤, 높은 혈압, 그리고 높은 공복혈당 중

증후군과 간암과 연관성이, 여성은 대사증후군과 폐경기후 유방암

3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정의되며, 제 2형 당뇨병의 발생

과 연관성이 높다고 되어 있다.4)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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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률의 추이를 보면 1998년 24.9%에서 2001년 29.2%, 2005년 30.4%,

23,080명 중 20 세 미만 또는 65세 초과인 9,448명과 직업이 없는

2007년 31.3%까지 증가했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2008년에서

5,607명을 제외한 20–65세의 한국근로자 8,025명을 선별하였다. 이

2013년까지는 안정되어 2013년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은 남자 30.8%,

중 암 과거력(n=235)과 임신(n=34)한 대상은 제외하였다. 또한, 평소

여자 26.3%로 확인되었다.

스트레스 인지 정도 및 실험실 혈액 샘플 분석에 대해 필요한 정보

5)

6)

스트레스가 대사증후군의 발생에 관여하는 기전(mechanism)으로

를 제공하지 않은 일부 근로자(n=296)는 제외시켰다. 최종적으로,

는 스트레스가 교감신경 부신수질계(sympathoadrenal system)와 시

총 7,460명의 20–65세 한국 근로자(남 3,880명, 여 3,580명)로 분석이

상하부-뇌하수체-부신피질 축(hypothalamic-pituitary-adrenocortical

진행되었다. 연구집단의 개요는 Figure 1에 서술하였다.

axis)을 활성화시키면서 대사증후군을 발생시킨다.

7-9)

이는 대사증후

군 환자들의 소변의 normetanephrine 배출 증가가 높은 것으로 뒷받
10)

2. 변수정의

침된다. 말초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혈류의 영양 공급이 감소하

국민건강영양조사 설문지에 따라 평소 스트레스 인지 정도를 대

고, 골격근의 포도당 흡수를 감소시킴으로써 인슐린 민감성을 감소

단히 많이 느낀다고 답한 경우를 극단적 스트레스군(extreme)으로

시킨다. 또한, 골격근의 지단백질 리파아제(lipoprotein lipase)를 감소

정의하였으며, 많이 느끼는 편의 경우 높은 스트레스군(high), 조금

시켜 이상지질혈증 발생을 증가시킨다.11)

느끼는 편의 경우 보통 스트레스군(moderate), 거의 느끼지 않는다고

생활에서 스트레스가 높은 사건이 발생할수록, 특히 일과 재정

답한 경우 낮은 스트레스군(low)으로 정의하였다. 그 중 극단적 스

관련한 스트레스일수록 대사증후군의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트레스군과 높은 스트레스군은 스트레스 인지율이 높은 군으로 정

있다.12) Whitehall II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와 대사증후군 발생률
은 용량-반응 관계(dose-response relationship)가 있어 스트레스가 높
을수록 대사증후군 발생률이 증가하며, 높은 군의 경우 낮은 경우
보다 대사증후군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았다.13) 평균적으로 스트레
스 수준이 높은 직업군인 경찰의 경우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군이
낮은 군보다 대사증후군 발생률이 높았다.14)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KNHANES VI-2, 2014: n=9,701
(response rate: 77.8%)
KNHANES VI-3, 2015: n=9,507
(response rate: 77.6%)
KNHANES VII-1, 2016: n=10,806
(response rate: 75.4%)
Included subjects: n=23,080

서도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경우에 낮은 군보다 대사증후군 발생률

Excluded
Aged under 20 years
or over 65 years (n=9,448)

15)

이 높았다. 이와 같이 특정 직업군에서 스트레스와 대사증후군 발
생률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하지만 특정 직업

Excluded
No jobs (n=5,607)

군에 대해서만 연구가 진행된 바 있고, 국내에 전체 일반인을 대상
으로 각 직업군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근로자
의 스트레스와 대사증후군과의 상관관계 및 각 직업군에 따른 스트
레스와 대사증후군의 연관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Korean workers aged
20 to 65 years
Eligible subjects: n=8,025
Excluded
Pregnancy (n=34)
Cancer (n=235)

방법

Excluded
due to lack of information
(n=296)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4–2016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데이터를 사용하였
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동, 읍 면, 주택유형, 연령대별 인구 구성비
를 기준으로 층화 후 계통추출방법으로 조사구를 설정하여 최종
조사 대상 가구를 추출하고 조사구 당 20개의 최종 조사 대상 가구
를 추출하여 연간 192조사구, 만 1세 이상 가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2014년 총 7,550명(총 9,701명 중 응답률 77.8%), 2015년은
총 7,380명(총 9,507명 중 응답률 77.6%), 2016년에는 총 8,150명(총

10,806명 중 응답률 75.4%)에 대해 각각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총
Korean J Fam Pract. 2020;10(4):266-272

Total study sample: n=7,460

Figure 1. Study flow diagram. Of the total 23,080 workers, 8,025 Koreans aged 20 to 65 were selected, excluding 9,448 persons under 20
years of age or older than 65 and 5,607 persons without occupation.
Of these, subjects with a history of cancer (n=235) and pregnancies
(n=34) were excluded. In addition, some workers (n=296) who did
not provide information on the usual stress perception and laboratory
blood sample analysis were excluded. Finally, a total of 7,460 Korean
workers aged 20–65 (3,880 male, 3,580 female) were analyzed.
KNHANE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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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였고, 보통 스트레스군과 낮은 스트레스군은 스트레스 인지율

결과

이 낮은 군으로 정의하였다.
대사증후군은 NCEP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ATP

3 (Adult Treatment Panel) 개정판과 대한비만학회에서 정의한 한국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한국 성인 근로자 총 7,460명에

인 허리둘레 기준 으로 정의하였다. 대사증후군의 임상적 진단은

서 조사되었다. 이 중남자는 3,880명(52.0%), 여자는 3,580명(48.0%)

다음 특징들 중 세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1) 허리

였다. 연구대상에서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은 26.3%였다(Table 1). 30

둘레 남성 90 cm 이상, 여성 85 cm 이상; (2) 수축기 혈압(2, 3차 평

대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낮은 군과 스트레스 인지율이 높은 군의

균)이 130 mmHg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2, 3차 평균)이 85 mmHg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각각 15.7%, 20.4%였으며, 40대의 스트레스 인

이상 또는 혈압조절제 복용; (3) 공복혈당 100 mg/dL 이상 또는 당뇨

지율이 낮은 군과 스트레스 인지율이 높은 군의 대사증후군 유병율

치료제 사용; (4) HDL 콜레스테롤 남성 40 mg/dL 미만, 여성 50 mg/

은 각각 24.7%, 28.4%였다. Table 1은 대사증후군에 의해 층화된 연

16)

dL 미만; (5) 혈청 중성지방 150 mg/dL 이상 또는 이상지질혈증 약
복용.
허리둘레는 대상자 측면(mid-axillary line)에서 마지막 늑골 하단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with and without
MetS (n=7,460)
MetS

및 장골능선 상단 지점의 중간을 1 mm 간격인 secca 210 (seca ,

Variable

Without MetS
(n=5,501)

Germany) 줄자를 사용하여 숨을 내쉰 상태에서 측정하였다. 혈압은

With MetS
(n=1,959)

P-valuea

Baumanometer Wall Unit 33 (0850) (Baum, USA) 벽걸이형 수은 혈압

Age (y)

49.8±9.9

<0.001

계로 5분 동안 안정 후 오른팔에서 측정하였다. 1차 혈압부터 30초

Male

2,597 (47.2)

1,283 (65.5)

<0.001

Married, living together

3,954 (71.9)

1,588 (81.1)

<0.001

845 (15.4)

592 (30.2)

High school

2,007 (36.5)

661 (33.8)

College or more

2,648 (48.2)

705 (36.0)

High household Income

3,979 (72.5)

1,276 (65.3)

<0.001

Area of residence, Urban

4,598 (83.6)

1,530 (78.1)

<0.001

Working status, white collar

2,569 (46.9)

674 (34.5)

<0.001

Never smoking

3,195 (58.1)

806 (41.7)

통계량에 대해 층화변수와 1차 추출단위인 조사구를 지정하고 건강

Former smoking

1,044 (19.0)

507 (25.9)

설문·검진 가중치를 반영하여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Current smoking

1,262 (23.0)

636 (32.5)

330 (6.0)

147 (7.5)

간 휴식기 이후 2차, 3차 측정하였으며, 대상자의 혈압은 2차와 3차
측정치의 평균으로 시스템에서 자동 계산되었다. 채혈은 공복시간

12시간 권장 최소 8시간 기준으로 시행되었다.
3. 통계적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국민건강영양조사는 표본조사자료로 모든

42.7±11.7

<0.001

Educational status
Middle school or Less

<0.001

Smoking

<0.001

Alcohol consumption

설계되었다. 일반적 특성, 스트레스 인지 정도와 대사증후군의 연관

Abstainer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범주형 변수는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하였으

Adequate alcohol drinker

4,155 (75.5)

1,273 (65.0)

Heavy alcohol drinker

1,016 (18.5)

539 (27.5)

며 연속형 변수는 t-test를 이용하였다. 직무 스트레스 인지 정도를
독립 변수로 하고 대사증후군을 종속 변수로 하여 각 직업군에서

BMI (kg/m2)
Calorie intake (kcal/day)

23.0±2.9

26.9±3.3

<0.001

2,154.1±970.2

2,240±978.5

0.002

Sedentary time (h/day)

7.6±3.6

7.5±3.7

0.261

Sleep duration (h/day)

7.0±1.24

6.9±1.2

<0.001

ratio, OR)와 95% 신뢰구간(95% confidence interval, 95% CI)을 로지

Working hour (h/wk)

42.1±16.8

43.9±17.9

<0.001

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

EQ-5D index

0.97±0.06

0.97±0.07

<0.001

Usual stress awareness (4 group)

스트레스에 따른 대사증후군 유병률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비(odds

한, 각 직업군에서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대상증후군 유병율의 경향
(trend)도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은 Stata version 15.0 (Stata Corporation,

College Station, TX, USA)을 이용하여 시행하였고 P-value가 0.05 미
만인 항목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Extreme

0.029
270 (4.9)

92 (4.7)

High

1,374 (25.0)

461 (23.5)

Moderate

3,261 (59.3)

1,146 (58.5)

596 (10.8)

260 (13.3)

High

1,644 (29.9)

553 (28.2)

Low

3,857 (70.1)

1,406 (71.8)

Low
Usual stress awareness (2 group)

0.16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for continuous variables or
number (%) for categorical variables.
MetS, metabolic syndrome; BMI, body mass index; EQ-5D, Euro-QoL-5D.
a
P-value across metabolic syndrome from t-test for continuous variables and chisquared test for categorical variabl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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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상의 기본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대사증후

화분석한 결과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관리자와 전문가 및 관

군이 없는 군의 경우 평균 42.7세, 대사증후군이 있는 군의 경우 평

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에서 스트레

균 49.8세였다. 남성, 고연령, 기혼군에서 대사증후군의 비율이 더

스 수준이 증가할수록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높았다. 또한, 낮은 교육수준, 낮은 가구소득(소득 사분위수 구분

였다(P for trend <0.001) (Table 3). 판매종사자, 농림 어업 숙련종사자

기준금액에서 하 또는 중하인 경우), 시골 거주, 흡연 및 위험음주

와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는 스트레스 수준과 대사증후군의

군(성인 남성의 경우 1주일 평균 음주량이 알코올 14단위 초과 및 성

유병률 증가경향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인 여성의 경우 1주일 평균 음주량이 알코올 7단위 초과)에서 대사
증후군의 비율이 더 높았다. 그리고, 칼로리 섭취량, 근로시간이 더

고찰

높았으며, 수면시간은 더 적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근로자에서 각 직업군의 스트레스 수준에
2. 각 직업군의 스트레스 수준이 대사증후군 유병률에 미치는

따른 대사증후군의 유병률 차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2014–2016년 국

영향

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각 군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각 직업군의 스트레스 수준을 독립변수로 하고 대사증후군의 유

결과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의 경우 유의미하게 스트레스 수준

무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고(Table 2),

이 높은 군의 경우 낮은 군보다 약 1.6배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높았

각 직업군의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대사증후군의 유무의 다변수 조

고, 그 외 대부분의 직업군에서도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대사

정 교차비(multivariate-adjusted odds ratio)는 성별, 나이, 기혼, 교육

증후군의 유병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Chandola 등13)의

수준, 가구소득, 거주지역, 흡연 여부, 음주 여부, 칼로리 섭취량, 여

결과와 같이 만성 직무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2배 이상의 대사증후

가시간, 수면시간에 대해서 보정을 하였다. 그 결과 기능원 및 관련

군 유병률을 높이며, 스트레스에 대한 노출과 대사증후군의 용량-

기능 종사자의 직업군의 경우,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군과 비교해

반응 연관성이 있음과 상응한다. 한국표준직업분류(제6차 개정)에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군에서 대사증후군 발생이 62.5% 많았다

따르면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는 ‘광업, 제조업, 건설업 분야에

(OR, 1.625; 95 % CI, 1.042–2.534; P=0.032) (Table 2). 각 직업군을 층

서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응용하여 금속을 성형하고 각종 기계를
설치 및 정비하며, 섬유, 수공예 제품과 목재, 금속 및 기타 제품을

Table 2. The odds ratio for metabolic syndrome by occupational group
(2 group)

가공’ 하는 직업군이다. 이 직업군은 손과 수공구를 주로 사용하며
기계를 사용하더라도 기계의 성능보다 사람의 기능이 갖는 역할이

Variable

Stress
level

Odds ratioa (95%
confidence interval)

P-valueb

중요하다고 설명되어 있다. 이는 평균적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Manager & expert (n=1,894)

High

1.069 (0.796–1.435)

0.657

직업군인 경찰14) 및 영상의학과 전문의15)에서 대사증후군 비율이

Low

Ref

Office worker (n=1,545)

High

1.082 (0.782–1.496)

Low

Ref

Service worker (n=736)

High

1.086 (0.704–1.675)

Low

Ref

High

0.833 (0.563–1.233)

Low

Ref

Agriculture & forestry
(n=354)

High

0.671 (0.376–1.197)

Low

Ref

Function related (n=718)

High

1.625 (1.042–2.534)

Low

Ref

Apparatus, machine operators
and assemblers (n=732)

High

0.839 (0.555–1.269)

Low

Ref

Simple laborer (n=518)

High

1.370 (0.842–2.229)

Low

Ref

Sales person (n=910)

0.634

는 역할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 대

0.709

사증후군의 비율이 높게 나왔을 것이라 유추해볼 수 있을 것으로

0.361

보인다. 각 직업군의 층화분석한 결과의 경우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관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

0.177

자, 단순노무종사 등 대부분의 직업군에서 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할

0.032

수록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0.407

Chandola 등13)의 결과와 같이 스트레스에 대한 노출과 대사증후군
의 용량-반응 연관성이 있음과 상응한다. 판매종사자, 농림 어업 숙

0.205

a
Adjusted for sex, age (year, continuous), marital status, education(less than
middle school education, high school education or more than college education), house income, area of residence (urban or rural), smoking (non-smoker,
former smoker, current smoker), alcohol consumption (abstainer, adequate alcohol drinker, heavy alcohol drinker), calorie intake, sedentary hour, sleeping
hour. bCalculated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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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것처럼,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의 경우 사람의 기능이 갖

련종사자와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스트레스 수준과 대
사증후군의 유병률 증가 경향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한국표준직업분류(제6차 개정)에 따르면 판매종사자의 경우
영업 활동,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의 경우 작물 재배, 동물 사육, 산
림 경작 그리고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의 경우 기계를 조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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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odds ratio for metabolic syndrome by occupational group (4 group)
Variable
Manager & expert (n=1,894)

Stress level

Odds ratioa (95% confidence interval)

P-valueb

P for trend
<0.001

Extreme

1.442 (0.672–3.094)

0.348

High

1.641 (0.975–2.761)

0.062

Moderate

1.596 (0.996–2.557)

0.052

Low
Office worker (n=1,545)

Extreme

2.188 (0.967–4.950)

0.060

High

0.929 (0.524–1.646)

0.800

Moderate

0.957 (0.566–1.618)

0.869

Low
Service worker (n=736)

Extreme

1.052 (0.333–3.323)

0.931

1.213 (0.605–2.432)

0.586

Moderate

1.114 (0.600–2.073)

0.732

Agriculture & forestry (n=354)

Extreme

0.352 (0.129–0.964)

0.042

0.726 (0.402–1.311)

0.289

Moderate

0.740 (0.445–1.229)

0.244

Function related (n=718)

Extreme

0.726 (0.254–2.079)

0.551

0.537 (0.235–1.226)

0.140

Moderate

0.844 (0.455–1.563)

0.589

Apparatus, machine operators and
assemblers (n=732)

Extreme

1.354 (0.535–3.426)

0.522

1.027 (0.526–2.005)

0.937

Moderate

0.622 (0.360–1.076)

0.090

Simple laborer (n=518)

Extreme

0.339 (0.083–1.386)

0.132

1.247 (0.691–2.250)

0.464

Moderate

1.417 (0.854–2.352)

0.177

<0.001

Ref

Extreme

1.935 (0.686–5.457)

0.212

High

1.340 (0.631–2.843)

0.446

Moderate

1.076 (0.564–2.054)

0.824

Low

<0.001

Ref

High
Low

0.329

Ref

High
Low

<0.001

Ref

High
Low

<0.001

Ref

High
Low

<0.001

Ref

High
Low
Sales person (n=910)

Ref

<0.001

Ref

a

Adjusted for sex, age (year, continuous), marital status, education (less than middle school education, high school education or more than college education), house
income, area of residence (urban or rural), smoking (non-smoker, former smoker, current smoker), alcohol consumption (abstainer, adequate alcohol drinker, heavy alcohol drinker), calorie intake, sedentary hour, sleeping hour. bCalculated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제품 생산 및 제품 조립을 하는 등의 업무를 한다고 되어있다. 이를

일상 생활에서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은 직업이기 때문에 한국근로

통해 업무의 강도가 높을수록 신체활동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대

자에서 스트레스 인지 정도를 직무스트레스 보고 연구를 진행하였

사증후군 발생률이 오히려 감소하여 상기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

다.17) 따라서, 현재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도구인 KOSS (Korean

다고 유추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Occupational Stress Scale)를 사용하여 물리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

또한, 추가적으로 성별로 나누어 비교하였을 때 여성에서 기능원

성, 직무불안정, 관계갈등, 조직체계 및 보상부적절과 같은 여러 항

및 관련기능 종사자의 경우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군의 경우 낮은

목을 다각도로 평가하여 스트레스를 평가한 후 이와 대사증후군과

군보다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약 3.2배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확인

의 연관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18) 셋째, 본

할 수 있었다(OR, 3.262; 95 % CI, 1.135–9.372; P=0.028).

연구에서는 만성질환 및 심리적인 요인을 보정하지 못했다는 점에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한

도 한계가 있다.

단면 연구로 각 직업군에서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대사증후군 발생

본 연구의 강점으로는 기존에 국내에 발표된 연구논문과는 달리

증가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 향후 각 직업군의

각 직업군에 초점을 두고 각 직업군별로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대

스트레스 수준과 대사증후군 발생률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전향

사증후군 유병률을 비교분석 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국민건강영양

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조사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성인 인구 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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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하였다는 장점이 있다.

요약
연구배경: 만성 스트레스는 대사증후군의 위험인자로 간주되고 있
다. 최근 연구들은 특정 직업군의 직무스트레스와 대사증후군과의
연관성을 평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대표 표본을 이
용하여 각 직업군에서의 스트레스와 대사증후군과의 연관관계를
보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2014–2016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데이터를
사용하여, 20–65세의 한국인 근로자 7,46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스
트레스 인지율에 대해서는 설문지를 통해 자체보고 되었으며, 혈액
지표도 함께 확인되었다. 카이제곱 검정과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사용하여 각 직업군에서의 스트레스와 대사증후군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결과: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의 직업군의 경우, 스트레스 수준
이 낮은 군과 비교해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군에서 대사증후군 발
생율이 1.625배(95 % CI, 1.042–2.534) 높았다. 각 직업군을 층화분석
한 결과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관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
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에서 스트레스 수준
이 증가할수록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P

for trend<0.001). 판매종사자, 농림 어업 숙련종사자와 장치, 기계조
작 및 조립종사자는 스트레스 수준과 대사증후군의 유병률 증가경
향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 스트레스는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에서 대사증후군의
중요한 위험요소이다.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대사증후군의 용량-반
응 연관성은 각 직업군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 본 단면연구는 이
후 종적연구를 통해 인과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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