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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pational Stress Associated with Disordered Eating Problem
in Korean Female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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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 To determine the association between occupational stress and disordered eating problem in
Korean female employees.
Methods : We studied 1,452 female employees who attended mental health screenings. Using the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Short Form (KOSS-SF) and 26-item Korean version of Eating Attitude Test,
occupational stress and disordered eating problem were evaluated, respectively. Socio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ose with disordered eating problem were examine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determine which subscale of KOSS-SF was associated with disordered eating problem.
Results : Disordered eating problem was associated with interpersonal conflict [odds ratio (OR) 1.882,
95% confidence interval (CI) 1.138-3.112] among various kinds of job stresses. Lack of reward (OR 7.164,
95% CI 1.139-45.043) and insufficient job control (OR 1.953, 95% CI 1.119-3.411) were associated with disordered eating problem in the underweight and normal weight group, respectively.
Conclusion : There is an association between occupational stress and disordered eating problem among
Korean female employees. (Anxiety and Mood 2018;14(1):7-13)
KEY WORDS : Occupational stress·Eating problem·Female·Workplace mental health.

서

론

신경성 폭식증을 포함)의 평생유병율은 0.2%이며, 남성에서
는 0.1%, 여성에서는 0.3%로 차이를 보인다.2

일반적으로 임상 집단에서 섭식장애는 여성에서 남성에 비

섭식장애에는 생물학적, 사회적, 심리적 요인들이 영향을

해 훨씬 많게 나타나며, 미국에서 시행된 유병률 조사에 따르

주며, 이전 연구들에서 공통된 위험 인자로 성별, 인종, 정신

면 신경성 식욕부진증과 신경성 폭식증의 평생유병률은 남성

과적 동반 질환, 부정적인 인생 경험, 성적 학대, 완벽주의와

에서는 각각 0.3%, 0.5%, 여성에서는 0.9%, 1.5%로 차이를 보

부정적인 자기평가 등이 보고 되었다.3-5 섭식장애 환자들은

였다.1 국내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2011년도 정신질

또한 우울증, 불안장애, 알코올 사용 장애를 포함하는 다른

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섭식장애(신경성 식욕부진증과

정신 질환이 동반된 경우가 흔하다.6 이전 연구에 따르면 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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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경험하는 개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하여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며,7 식이 행동은 스트레스에
따라 변화할 뿐만 아니라8 문제성 식이 행동이 스트레스에 대
한 대응기제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9 특히 남성에서는 스트레
스에 대한 반응으로 음주가 증가하는데 반해10 여성은 스트레
스에 대한 반응으로 식이 행동의 변화가 더 흔하게 나타난다.8

7

직무스트레스와 식사문제

한편, 189,965명의 한국 직장인을 대상으로 본 기관에서

가는 0~3점)되어 있다. 문항들은 살찌는 음식을 피하고 더

조사한 이전 연구에 따르면, 직장인의 63.2%가 직무 관련 스

날씬해 지는데 집착하는 ‘다이어트(dieting) 요인’, 음식에 대

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11 직무 스트레스는 근로자의 삶의

한 생각과 신경성 식욕부진증을 나타내는 ‘대식증과 음식 집

질,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우울과 불안을 포함한 다양한

착(bulimia and food preoccupation) 요인’, 식사에 대한 자

12-14

정신 질환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고도의 직무 스트레
15-18

스는 고지방 식이를 늘리며 비만에 이르게 한다.

기통제와 체중증가에 대한 타인으로부터 지각된 압력과 관

또한 직

련된 ‘구강통제(oral control)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민규

무 스트레스의 식이 행동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보고 된 바

등의 표준화 연구에 따르면, 성별에 따라 보인 유의한 차이를

있는데, 일본 남성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특정

고려하여 평균 점수에서 +1.5SD 높은 T점수에 해당하는 남성

식이 행동들[포만감을 느낄 때까지 식사(eating to satiety), 빠

에서 19점 이상, 여성에서 22점 이상이면 식사문제가 있는 상

르게 식사(eating fast), 과민함을 대체하기 위한 식사(substi-

태로 제시되었으며 임상 및 일반인구 집단에서 신뢰도, 타당

tution eating from irritability)]이 높은 직무 요구 스트레스

도가 검증되었다.22,23

와 관련되어 있었다.19 미국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직무 스트레스는 자가보고식 검사인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서(참가자의 95.2%가 여성), 높은 수준의 직무 스트레스를 경

측정 도구-단축형(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Short

20

험하는 간호사들이 식사문제의 증가된 위험을 보였다.

Form, KOSS-SF)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KOSS-SF는 총

하지만 저자가 알고 있는 한 국내에서 직무 스트레스와 식

24문항으로 각 항목은 1~4점까지 점수를 매기며, 요인분석

사문제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조사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

및 신뢰도, 타당도 검정을 거쳐 직무 요구, 직무 자율성 결여,

구는 직장인 표본에서,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

관계 갈등, 직무 불안정, 조직 체계, 보상 부적절, 직장문화의

스와 식사문제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여

7개 하위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이전 연구에 따라서 각 하

러 직무 스트레스 요인 중 어떠한 직무 스트레스 요인이 식사

위 항목 점수 및 총점을 한국 직장인 참고 50 분위수를 기준

문제와 상관관계를 보이는 지를 조사하였다. 우리는 식이 행

으로 직무 스트레스가 ‘낮은 군’과 ‘높은 군’으로 정의하였다.24

동에 영향 줄 수 있는 인구 사회학적 요인과 함께 우울, 불안

인구 사회학적 변수로는 연령, 음주, 체질량 지수(Body mass

증상을 조사하고 이를 보정하였으며, 추가로 체질량 지수에

index, BMI), 운동량을 조사하였다. 체질량 지수는 WHO 아

따라 저체중군, 정상체중군, 비만군을 나누어 이에 따른 차이

시아-태평양 기준에 따라서 저체중(＜18.5), 정상체중(18.5~

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연구를 설계하였다.

24.9), 비만(≥25)으로 정의하였다.25 운동량은 이전 연구에 따
라서 빈도를 기준으로 분류 하였다 ; 주 1회 미만 ; 주 1회 ; 주

대상 및 방법

2~3회 ; 주 4회 이상.19
우울과 불안 증상은 각각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척도

연구대상
2015년과 2016년 강북삼성병원에서 직장인 정신건강 검진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rating scale for Depression, CES-D)와 한국판 벡 불안척도(The Beck Anxiety

을 시행한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

Inventory, BAI)로 평가하였다. 한국판 CES-D는 자가보고형

로 하였으며, 연구를 위한 정보 제공에 동의한 1,452명을 포

설문으로, 우울증상의 선별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CSE-D는

함하였다. 본 연구는 강북삼성병원의 임상시험 심사 위원회

총 20개의 항목으로 각 항목마다 0~3점까지 점수를 매기며

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건강 검진 중 수집된 참가자들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에 따라 21점의 절단점을 기준으로

의 정보를 후향적으로 익명화하여 연구에 사용함으로써 동

우울증상을 정의하였다.26,27 21점을 절단점으로 할 때 우울증

의서 취득은 면제되었다.

상의 선별에 대한 민감도와 특이도는 각각 95.7, 69.5%였다.28
한국형 BAI 또한 자가보고형 설문으로, 총 21개 항목으로 각

측정방법
식사문제는 섭식 행동의 평가도구 중 하나인 한국판 식사

항목마다 0~3점까지 점수를 매기며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
에 따라 22점의 절단점으로 불안 증상을 정의하였다.29

태도검사-26(The Korean version of Eating Attitudes Test26, KEAT-26)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이는 Garner와 Gar21

통계분석

finkel 이 개발한 식사태도검사(The Eating Attitudes Test,

우리는 참가자들을 KEAT-26 절단점에 따라 식사문제가

EAT)의 한국판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자가 보고식 검사

있는 군과 정상군으로 나누어 인구사회학적 및 임상적 변수

중 하나이며 각 문항에 대해 6개 리커트 척도로 구성(점수 평

들에 대해 카이제곱 검정을 시행하였다. 식사문제와 직무 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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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등

트레스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각각의 직무 스
트레스 하위 항목을 독립 변수로, 식사문제를 종속변수로 하
여, 카이제곱 검정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수들을 보정
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추가로, 참가자

Table 1. Demographic and clinical measures of the study population (N=1,452)
Variables

Mean±SD or N (%)

Age

33.77±8.47
528 (36.4)

＜30

들을 체질량 지수에 따라 저체중군, 정상체중군, 비만군으로

30-39

566 (39.0)

나누어 분석을 시행하여 차이를 확인하였다. 결과는 odds

40-49

289 (19.9)

ratio(OR) 값과 95% confidence intervals(CIs)를 구하였고 p ＜
0.05를 유의수준으로 하였다. 통계분석에는 Predictive Analytics Software, version 18.0.0(PASW Statistics 18, SPSS
Inc., Chicago, Illinois, USA)를 사용하였다.

69 (4.8)

≥50
Alcohol consumption
Yes

1,242 (85.5)

No

210 (14.5)

BMI

21.32±3.28
202 (13.9)

＜18.5

결

과

연구 참가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임상적 특성
연구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33.77±8.47세였고, 체질량지수

18.5-24.9

1,091 (75.1)
145 (10.0)

≥25
Regular exercise (frequency per week)
Never or less than once

801 (55.2)

Once

264 (18.2)

는 정상 체중이 75.1%(1,091명), 비만이 10.0%(145명)였다. 우울

Two to three times

282 (19.4)

및 불안 증상을 보이는 참가자들은 각각 21.1%(307명), 10.9%

At least four times

105 (7.2)

(158명)이었다. KOSS-SF 총점에서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군
은 전체의 35.8%(520명)였고, 식사문제를 보이는 참가자들은
전체의 5.7%(83명)이었다(Table 1).
식사문제가 있는 군의 인구 사회학적 및 임상적 특성
식사문제군은 정상군과 비교하여 음주를 제외한 모든 변
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식사문제군은 정상군과 비
교하여 더 낮은 연령, 더 높은 체질량지수를 보였고 운동량에
서도 차이를 보였다. 식사문제군은 주 1회 미만 운동량을 보
고한 참가자 비율이 39.8%로 정상군 56.1%과 비교하여 낮았
고, 주 1회 및 주 2~3회 운동량을 보고한 참가자 비율은 높았
으며, 특히 주 4회 이상 운동량을 보고한 참가자는 14.5%로
정상군 6.8%보다 두배이상 높은 비율을 보였다. 우울 및 불안

CES-D

13.17±10.54
1,145 (78.9)

＜21

307 (21.1)

≥21
BAI

9.88±8.97

＜22

1,294 (89.1)

≥22

158 (10.9)

Job stress
High

520 (35.8)

Low

932 (64.2)

KEAT-26

7.87±7.58

Normal

1,369 (94.3)

High (≥22)

83 (5.7)

BAI : Beck anxiety inventory, BMI : Body mass index, CES-D :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KEAT-26 :
The Korean version of Eating Attitudes Test-26, SD : Standard
deviation

증상,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군의 비율 모두 식사문제군에서

누어 직무 스트레스와 식사문제의 연관성을 추가로 분석하였

유의미하게 높았다(Table 2).

다. 그 결과, 저체중 군에서는 보상 부적절, 정상체중 군에서
는 직무자율성 결여가 높을 경우 식사문제군에 속할 OR(95%

직무 스트레스와 식사문제의 상관관계

CI)가 각각 7.164(1.139~45.043), 1.953(1.119~3.411) 로 유의미

인구사회학적, 임상적 특성을 보정하지 않았을 때, 직무 자

하였다(Table 4). 저체중군에서 직무 요구 스트레스가 높은 참

율성 결여, 관계 갈등, 보상 부적절, 직장문화 및 총 직무 스트

가자들은 78명이었으나, 식사문제군에 속하는 참가자가 없어

레스가 높은 군은 식사문제군에 속할 OR(95% CI)가 각각

OR를 추정할 수 없었다.

1.774(1.134~2.776), 2.106(1.321~3.357), 2.052(1.313~3.206),
1.308(0.835~2.050), 1.636(1.049~2.554)로 유의미하였다. 독

고

찰

립표본 T 검정과 카이제곱검정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
수들을 보정한 후에는, 관계 갈등만이 식사문제군에 속할
OR이 1.882(1.138~3.112)로 유일하게 유의미하였다(Table 3).
체질량지수에 따라 저체중군, 정상체중군, 비만군으로 나
Anxiety and Mood █ Volume 14, No 1 █ April, 2018

본 연구에서 저자들은 한국 여성 근로자들에서 직무 스트
레스와 식사문제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KEAT-26으로 측
정 시 22점 이상의 식사문제를 보이는 참가자들은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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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스트레스와 식사문제
Table 2. Distribution of eating problem group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KEAT-26 ＜22

KEAT-26 ≥22

34.01±8.42

29.81±6.42

483 (35.3)

45 (54.2)

30-39

534 (39.0)

32 (38.6)

40-49

284 (20.7)

5 (6.0)

68 (5.0)

1 (5.7)

Age
＜30

≥50

p
＜0.001

Alcohol consumption

0.336

Yes

1,174 (85.8)

68 (81.9)

No

195 (14.2)

15 (18.1)

21.24±3.19

22.71±4.30

BMI
＜18.5
18.5-24.9
≥25

195 (14.4)

0.020

7 (8.5)

1,031 (76.0)

60 (73.2)

130 (9.6)

15 (18.3)

768 (56.1)

33 (39.8)

Regular exercise (frequency per week)
Never or less than once

0.007

Once

247 (18.0)

17 (20.5)

Two to three times

261 (19.1)

21 (25.3)

At least four times
CES-D

93 (6.8)

12 (14.5)

12.79±10.34

19.58±11.67

＜21

1,096 (80.1)

49 (59.0)

≥21

273 (19.9)

34 (41.0)

9.63±8.74

13.98±11.49

BAI
＜22

1,231 (89.9)

63 (75.9)

≥22

138 (10.1)

20 (24.1)

High

481 (35.1)

39 (47.0)

Low

888 (64.9)

44 (53.0)

＜0.001

＜0.001

Job stress

0.029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KEAT-26 : The Korean version of Eating Attitudes Test-26, BMI :
Body mass index, CES-D :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BAI : Beck anxiety inventory

5.7%(83명)이었다. 식사문제가 있는 군은 정상군과 비교하여

더 흔하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으며8 본 연구진의 이전 연구

더 낮은 연령, 더 높은 체질량지수를 보였고 우울 및 불안증상

에서도 직무 스트레스와 문제성 음주와의 연관성은 드러나지

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한편, 식사문제가 있는 군

않았던 바 있다.30 이상을 종합하여 본다면 한국 여성근로자

은 정상군과 비교해서 운동량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들의 경우 직무스트레스는 문제성 음주보다는 식이의 변화,

보였는데, 오히려 식사문제군에서 더 높은 운동량을 보고하

즉 식사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음을 제시한다.

였다. 일반적으로 비만군에서 정상군과 비교하여 운동량이

직무 스트레스가 식이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기전에 대

적은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에는 식사문제군에서 체중

해서 특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다. 직무스트레스는 스트레

증가 또는 폭식에 대한 보상으로서 운동량이 늘어난 것이 영

스의 원인이 직무와 연관된 것으로 구분될 뿐 인체에 대한

향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식사문제와 관련 있는 변수

작용측면에서 직무스트레스가 일반적인 스트레스와 다르다

로 알려진 연령, 체질량지수, 운동량, 우울 및 불안 증상을 보

고 볼 수 있는 근거는 현재로서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직

정한 후에도, 여러 가지 직무스트레스 요인들 중 오직 관계

무스트레스로 인한 식이행동의 변화는 일반적인 스트레스

갈등 스트레스가 높은 군에서만 식사문제가 유의미하게 높

반응으로 나타나는 식이 행동 변화로 유추하여 설명되고 있

게 나타났다. 또한, 체질량지수에 따라 추가 분석을 시행하였

으며 다음과 같은 가설들이 제시되어 왔다. 직무 스트레스는

을 때에는, 저체중군에서는 보상 부적절, 정상체중군에서는

식사량, 특히 고지방이고 단 음식의 섭취를 증가시킨다고 보

직무 자율성 결여가 식사문제와 유의미한 관련을 보였다.

고되고 있다.31 쥐를 사용한 동물 연구에서, 글루코코르티코이

남성에서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음주가 증가하는데
10

반해 여성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식이 행동의 변화가

10

드는 고지방, 고탄수화물 섭취를 증가 시켰으며 이는 시상 하
부에서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방출 인자(Corticotropin reAnxiety and Mood █ Volume 14, No 1 █ April, 2018

김진우 등
Table 3. Results of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tests for eating problem and job stress
Item of KOSS-SF

Unadjusted

Adjusted

1

1

Job demand
Low
High

1.359 (0.867-2.131) 1.070 (0.651-1.758)

Insufficient job control
Low

1

1

1.774 (1.134-2.776) 1.536 (0.956-2.468)

High
Interpersonal conflict
Low

1

1

2.106 (1.321-3.357) 1.882 (1.138-3.112)

High
Job insecurity

구도 있었는데,19 본 연구에서는 체질량 지수에 따른 추가 분
석을 통해서 저체중군 및 정상체중군에서 식사문제와 관련
된 직무 스트레스 요인을 확인하였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식사문제가 있는 군이 정상군과 비교하여 더 높은 체질량지
수를 보인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비만군에서는 직무
스트레스 외에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나 부정적인 인생 경험,
성격적 특성과 같은 다른 요인들이 식사문제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
와 식사문제의 관련 여부 확인에 초점을 두었던 관계로 이러한
요인들에 대해선 평가하지 않았던 제한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비만이 아닌 경우라면 식사문제에 대한 주의가 다소 떨어질

Low

1

High

1

1.554 (0.992-2.433) 1.195 (0.745-1.916)

Organizational system
Low

1

High

1

1.147 (0.731-1.801) 1.130 (0.703-1.815)

수 있다. 하지만 저체중 또는 정상 체중의 직장인이라고 하더
라도 보상 부적절 및 직무 자율성 결여 스트레스가 높다면 식
사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본 연구 결과는
여성 근로자들의 자가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전 연구들에서는 일본의 남성 근로자,19 미국의 간호사

Lack of reward
Low

1

1

2.052 (1.313-3.206) 1.590 (0.975-2.592)

High
Occupational climate
Low

1

1

1.308 (0.835-2.050) 1.045 (0.650-1.679)

High

(참가자의 95.2%가 여성)를20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와 식이
행동의 변화 사이의 상관관계가 보고되었다. 일반적으로 여성
에서 섭식장애가 높은 유병률을 보이며 남성과 여성은 직무
스트레스를 비롯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도 차이가 있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를 여성 근로자로만 한정

Total
Low

1

1

1.636 (1.049-2.554) 1.315 (0.812-2.129)

High

Values are presented as odds ratios (95% confidence intervals). Odds ratios are adjusted for age, BMI, regular exercise,
depression and anxiety. Values in bold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p＜0.05. KOSS-SF :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Short Form

하여 분석한 것은 성별차이로 인한 결과해석상의 혼란을 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식사문제의 잠재
적인 위험인자들 중에서 흡연, 과거 성적 학대 등에 대한 정
보는 이용할 수 없었다. 또한 본 연구는 직급, 급여, 근무 형태
등과 같은 직장 환경에 대한 요인들을 포함하지 못하였다. 그

32

leasing factor, CRF)의 mRNA를 감소시켰다. 마찬가지로,

렇지만 본 연구에서 식사문제와 흔하게 동반되는 우울 및 불

과식을 하는 우울한 사람들에서는 뇌척수액에서 CRF가 감

안 증상, 음주 등을 보정하여 직무스트레스와 식사문제와의

소되었고, 낮은 시상 하부-뇌하수체-부신축 활성도를 보였

관계를 확인하였다는 것은 강점으로 볼 수 있다. 둘째로, 본

다. 이를 통해 Dallman 등은, 인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CRF

연구는 구조화된 면담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식사문제를 자

에 의한 중추 스트레스 반응 네트워크를 감소 시키기 위해서

가보고식 설문을 통해서만 평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

고지방, 고탄수화물 식이를 하게 된다고 제안하였으며, CRF

과를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5판(Diagnostic and

감소를 통해서 기분이 좋아진다고 느끼게(feeling better) 되는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5th edition, DSM-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또한 스트레스가 높은 근로자들은 근무

534)에 근거한 정신과적 진단인 섭식장애와 직무 스트레스 사

시간 중 점심 식사를 거르게 되고, 이는 저녁 이후의 과식에

이의 상관관계로 해석할 수는 없다. 향후 DSM-5 섭식장애에

영향 줄 것이며 이러한 불규칙적인 식사가 식사문제와 연관되

속하는 신경성 식욕부진증, 신경성 폭식증, 폭식장애와 직무

33

어 있다는 의견도 있다.

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

이전 연구들은 직무 스트레스와 비만과의 관계에 주로 초

로, 본 연구는 단면 연구 이므로, 결과로부터 인과관계를 추론

점을 맞추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체질량 지수를 보정한 후

하기에는 설계상의 제한점을 가진다. 직무 스트레스의 7개 하

에 직무 스트레스와 식사문제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위 항목 중에서 여성 근로자의 식사문제와 가장 높은 관련성

는 것은 의미가 있다. 연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체질량 지

을 보인 것은 관계 갈등 스트레스였다. 관계갈등 하위항목은

수가 증가함에 따라 여러 식이 행동들이 증가함을 보고한 연

직장 내에서 상사 및 동료 간의 도움 또는 지지부족 등의 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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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s of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tests for eating problem and job stress according to BMI
Item of KOSS-SF

＜18.5 (N=202)

18.5-24.9 (N=1,091)

≥25 (N=145)

N/A

1

1

1.225 (0.685-2.191)

2.329 (0.692-7.838)

Job demand
Low
High
Insufficient job control
Low

1

1

1

High

1.445 (0.253-8.267)

1.953 (1.119-3.411)

0.547 (0.133-2.247)

Interpersonal conflict
Low

1

1

1

High

4.212 (0.782-22.674)

1.760 (0.978-3.166)

2.956 (0.701-12.465)

Job insecurity
Low

1

1

1

High

0.251 (0.025-2.515)

1.295 (0.739-2.269)

2.461 (0.655-9.257)

Organizational system
Low

1

1

1

High

2.671 (0.512-13.944)

1.059 (0.608-1.845)

1.069 (0.280-4.079)

Lack of reward
Low

1

1

1

High

7.164 (1.139-45.043)

1.331 (0.746-2.372)

1.444 (0.369-5.653)

Occupational climate
Low

1

1

1

High

0.748 (0.124-4.505)

1.201 (0.689-2.094)

0.630 (0.166-2.389)

Total
Low

1

1

1

High

2.703 (0.530-13.777)

1.232 (0.700-2.168)

1.578 (0.398-6.254)

Values are presented as odds ratios (95% confidence intervals). Odds ratios are adjusted for age, BMI, regular exercise, depression and anxiety. Values in bold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p＜0.05. KOSS-SF :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Short Form

관계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식사문제를 경험하
고 있는 여성 근로자들의 경우 직장에서 관계 갈등 스트레스

Welfare;2011.

3. Jacobi C, Hayward C, de Zwaan M, Kraemer HC, Agras WS. Com-

에 대한 평가와 적절한 개입을 제공할 경우 도움이 될 가능성
이 있음을 시사한다.

4.

결

론

5.

본 연구의 한국 여성 근로자들의 경우, 여러 가지 직무스트

6.

레스 요인 중 관계 갈등 만이 유의하게 식사문제와 연관성을

7.

보였다. 또한 체질량 지수에 따라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는 저
체중군에서 보상 부적절, 정상체중군에서 직무 자율성 결여
가 식사문제와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중심 단어 : 직무스트레스·식사문제·여성·직장정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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