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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20~30대 내근직 직장인의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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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mpare differences in dietary habits and snack consumption behaviors according to level

of job stress among 20- to 30-year-old office workers. Subjects were 205 office workers working in companies located in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written by the subjects were statistically analyzed by the

SPSS 20.0 program. Subjects were classified into a high-risk job stress group (n=102, High-RSG) or low-risk job stress group

(n=103, Low-RSG) by level of job stress. For dietary habits, the duration of meal time before suffering from job stress in

High-RSG was significantly faster compared to Low-RSG. Appetite after suffering from job stress in High-RSG was

significantly higher compared to Low-RSG. For snack consumption behaviors, the reason for snack intake was ‘job stress’

for 42.2% in High-RSG and ‘hunger’ for 31.1% in Low-RSG (p<0.05). Energy intake in the form of chocolates,

castellacakesmuffins, and flavored milk during working hour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High-RSG compared to Low-RSG

(p<0.05).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dietary guidelines to ameliorate job stress should be developed in order to

manage and improve dietary habits caused by suffering from job stress among young office workers at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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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직무스트레스는 직무 요건이 직장인의 능력, 자원 또는 요

구와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유해한 신체적, 정서적 반

응으로(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많은 직장인들은 직무 불안정, 대인관계 갈등, 보상

불안정 등 다양한 요인들의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Chang 2013). 국내 사회조사보고서 보건영역 중 직장생활에

서의 스트레스 수준(매우 많이 느낌과 느끼는 편임을 합한

수치)은 2008년 77.8%에서 2018년 71.8%로, 10년 사이

6%의 감소율을 보였음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

었다(Statistics Korea). 직무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 교감신경

과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을 과잉 자극시켜 일시적으로

심근허혈 발병 위험을 2.4배 높였고(Dimsdale 2008), 간접적

으로는 수면장애, 불안감, 우울증 등에 영향을 주어 심근경

색을 2.1배나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Rosengren et al.

2004). 직장인들은 직무스트레스를 과음, 흡연, 과식, 달거나

맵고 짠 음식 섭취 등으로 해소시켰고, 이러한 불규칙하고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의 반복은 심혈관계질환을 유발시켰

다(Rozanski et al. 2005; Park & Jung 2010).

단 음식 섭취는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세로토닌과 도파

민의 분비를 도와 스트레스를 일시적으로 진정시키는 역할

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1998). Lee et al. (2018)

연구에서 스트레스 유발 상황 중 당 섭취가 이루어진 대학

생 그룹은 그렇지 않은 대학생 그룹보다 스트레스 지수가 낮

은 결과를 보였고, 간식 섭취 빈도가 높은 것(Park & Jung

2018)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이 근무 중 단맛이 나는 간식

을 섭취하는 이유는 직무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함이었고,

즐겨 먹는 간식으로는 음료수, 제빵류, 사탕류 등의 단맛이

나는 가공식품을 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10

*Corresponding author: Kyung Ja Chang,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Inha University, 100 Inharo, Michuhol-gu, Incheon 22212, Korea
Tel: +82-32-860-8126 Fax: +82-32-860-8120 E-mail: kjchang@inha.ac.kr



144 韓韓韓韓韓韓韓韓韓韓 Vol. 35, No. 2 (2020)

명 중 8명은 직장 내 근무 중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음

료수, 빵/쿠키, 초콜렛 등과 같은 간편하게 가공식품으로서

간식을 섭취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datanews). 이러한 습관

적인 간식 섭취는 가공식품을 통한 첨가당 섭취 증가로 이

어지기 때문에 혈당을 높이고, 비만해질 수 있음에 만성질환

발생 위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오히려 불안이나 우울감, 스

트레스 과중과 관련이 있었다(Seo 2013; Ha et al. 2016).

최근 직무스트레스 관련 연구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보육

교사와 같이 사람과 대면하는 빈도가 높은 직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식습관 및 생활습관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Cho et al. 2018; Oh et al. 2018;

Kim 2019). 그러나 사무직의 경우 연구직이나 생산직에 비

해 부서갈등과 의사결정 참여에 상대적으로 갈등이 큰 것으

로 나타나 근무 시간 내 직무스트레스는 과중 될 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났고(Tak 2002), 성인의 가공식품 섭취조사에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가공식품 섭취가 높아 에너지 및 탄수화

물 섭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a & Kim 2019). 다른

직업군에 비해 좌식 근무 시간이 길고, 젊은 내근직은 가공

식품류의 간식 섭취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나 내

근직 직장인 대상 직무스트레스와 간식 섭취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

20~30대 내근직 직장인의 직무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직

무스트레스에 따른 식습관과 간식 중 가공식품류의 섭취 상

태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향후 젊은 내근직 직장인들의 올바

른 식생활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인하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승인

(190225-6A)을 받은 후 눈덩이표집법으로 연구대상자를 모

집하고, 2019년 3월부터 4월까지 설문조사하였다. 연구대상

자는 연구 주제와 부합한 참여자 선정 후 그들의 추천을 받

아 표본을 늘리며 연구 목적 및 과정을 이해하고 자발적으

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서울과 수도권 지역 내 20~30대 내

근직 직장인 2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은 자기기입식

설문지에 직접 수기로 작성하였고, 이 중 응답이 미흡한 5명

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205명(남성 48명, 여성 157명)의 설문

지(유효율 97.6%)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일반사항

연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성별, 연령, 직업, 직급, 근무연

수, 개인 월 평균 소득에 관한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는 Chang et al.(2005)이 개발한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조사도구(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KOSS)

단축형을 활용하여 연구대상자가 최근 1개월 동안 경험한 직

무스트레스를 측정하였다. 단축형 7영역(24문항)은 직무요구

4문항, 직무자율성 결여 4문항, 관계갈등 3문항, 직무불안정

2문항, 조직체계 4문항, 보상부적절 3문항과 직장문화 4문항

이고,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어 각 문항의 직무스트레스

가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높은 점수 4점을 부여하였다. 부여

된 각 영역별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각 영역별 환산

점수=(실제점수−문항수)×100/(예상 가능한 최고점수−문항

수)]하였고, 각 영역별 환산점수로 총점[직무스트레스 총 점

수=(각 7개 영역의 환산점수의 총합)/7]을 산출하여 직무스

트레스를 평가하였다. 100점으로 환산한 직무스트레스 점수

의 분포 특성을 고려하여, 중위수 46.0점을 기준으로 고위험

직무스트레스군(고위험군, High-risk job stress group, High-

RSG)과 저위험 직무스트레스군(저위험군, Low-risk job

stress group, Low-RSG)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 직무스트

레스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는 0.847이었다.

3) 식사 및 간식 섭취 실태

식사 및 간식 섭취 실태는 선행연구(Lee 2011; Hyun

2018)를 참고하여 수정 및 보완하여 조사하였다. 평소 식사

섭취 실태 4문항(하루 식사 섭취 빈도, 식사의 규칙성, 속도

및 식사량), 직무스트레스 받은 후 식습관의 변화 정도 3문

항(식사량, 식욕 및 식사속도의 변화)과 간식 섭취 실태 4문

항(하루 간식 섭취 빈도, 간식 섭취 시간, 간식 섭취 이유,

직무스트레스 해소 도움 정도)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4) 가공식품류 간식 섭취 빈도 및 섭취량

근무 중 연구대상자가 섭취하는 가공식품류 간식의 섭취

빈도와 섭취량은 최근 1개월 이내에 대한 섭취 실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식품섭취빈도조사(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MOHW & KCDC 2017)와 Kim(2015)를

참고하여 과자류 3종, 음료류 7종, 사탕 및 초콜릿류 4종, 빵

떡류 6종, 우유 및 유제품류 5종으로 구성하여 25종의 간식

종류에 대해 조사하였고, 해당 간식 섭취에 대한 에너지 섭

취량을 계산하였다. 에너지 섭취량(kcal)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 지침서(MOHW & KCDC 2017)에 제시된 계산식

[1일 에너지 섭취량=1일 간식 섭취 빈도×기준분량 대비 비

율×항목별 열량]을 활용하였고, 항목별 열량은 선행연구(Yang

2012; Kim 2015)를 참고하여 국가표준식품구성표 제9판 개

정판(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16)에 제시되어

있는 해당 식품항목의 평균을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3. 통계 처리

본 연구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23.0 version program

(SPSS Inc., Chicago, Ill, USA)을 활용하였다. 직무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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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고위험 직무스트레스군(고위험군)과 저위험 직무스

트레스군(저위험군)으로 분류하였고, 각 군에서 직무스트레

스를 받기 전과 후의 식습관 비교 분석을 위해 데이터는 전

과 후로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두 군 간에 명목변수는 chi-

square test를 실시하였고, 이때 기대빈도가 5미만인 셀에 대

해서는 Fisher’s exact test를 수행하였다. 연속변수는 Student’s

t-test를 통해 비교 분석하였고, 모든 유의성 검증은 p<0.05

수준으로 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연구대상자의 일반사항

연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고위

험군에서 남성 16.7%, 여성 83.3%이었고, 저위험군에서 남

성 30.1%, 여성 69.9%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p<0.05),

평균연령은 30.2세이었다. 직급은 일반사원 68.8%와 주임/대

리 22.9%로 분포되어, 고위험군에서 과장 이상은 2.9%, 저

위험군에서 과장 이상은 13.6%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05). 근무연수는 1년-3년 미만 33.7%, 개인 평균 월 소

득은 200-300만원 미만 53.7%가 가장 높았다.

2. 직무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집단 구분

연구대상자의 총 직무스트레스 점수는 <Table 2>와 같이,

평균 46.1점이었고 직무스트레스 총점의 중위수에 따라 고

위험군(평균 54.7점) 102명과 저위험군(평균 37.6점) 103명

으로 분류되었다(p<0.001). 직무스트레스 7영역의 평균 점수

는 두 군 사이에 모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들 중

보상부적절(고위험군 59.6점, 저위험군 36.8점), 조직체계(고

위험군 58.3점, 저위험군 38.8점), 직장문화(고위험군 56.2점,

저위험군 36.3점) 순으로 두 군 간 평균 점수의 큰 차이를

보였다(p<0.001). 직무스트레스 하부요인에서는 고위험군의

경우 직무요구 64.8점, 보상부적절 59.6점, 조직체계 58.3점,

직장문화 56.2점 순으로 나타났고, 저위험군은 직무요구 48.6

점, 직무자율성 결여 40.0점, 조직체계 38.8점, 보상부적절

36.8점 순으로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와 동일 직

무스트레스 측정지표(KOSS)를 활용한 선행연구들 중 Joo et

al.(2017)의 연구에서는 평균 40세의 사무직 근로자 대상 직

무스트레스가 높은 그룹은 58.1점, 낮은 그룹은 36.8점으로

분류되어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Chae et al.(2016) 연구에서

는 충남지역 중소기업 사무직(40세 미만 93.5%, 40세 이상

6.5%)의 직무스트레스는 46.4점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점수

를 보였으나 하위요인은 조직체계, 직무요구, 보상부적절, 조

직문화 순으로 높은 스트레스 점수를 보였고, Lee & Nam

(2015) 연구에서 산업체 직장인(40세 미만 43.7%, 40세 이상

56.3%)의 직무스트레스는 57.4점으로 본 연구보다 높은 평

균 점수를 보였으나 하위요인은 직무요구, 직무자율성 결여,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High-risk job stress 

group (n=102)

Low-risk job stress 

group (n=103)

Total

(n=205)
χ2 or t value

Gender
Male 17 (16.7)1) 31 (30.1) 48 (23.4)

5.155*3)

Female 85 (83.3) 72 (69.9) 157 (76.6)

Age (years old) 29.9±3.32) 30.4±3.8 30.2±3.5 1.084

Occupation

Professional worker 52 (51.0) 52 (50.5) 104 (50.7)

1.040
Office worker 25 (24.5) 25 (24.3) 50 (24.4)

Service worker 16 (15.7) 20 (19.4) 36 (17.6)

Others 9 (8.8) 6 (5.8) 15 (7.3)

Job position

Employee 78 (76.5) 63 (61.2) 141 (68.8)

9.241*Chief/Manager 21 (20.6) 26 (25.2) 47 (22.9)

Section head or higher 3 (2.9) 14 (13.6) 17 (8.3)

Working years

(years)

>1 26 (25.5) 25 (24.3) 51 (24.9)

0.581
1<3 35 (34.3) 34 (33.0) 69 (33.7)

3<5 28 (27.5) 27 (26.2) 55 (26.8)

≥5 13 (12.7) 17 (16.5) 30 (14.6)

Average monthly 

income

(10,000 won)

<200 31 (30.4) 28 (27.2) 59 (28.8)

5.074
200<300 55 (53.9) 55 (53.4) 110 (53.7)

300<500 16 (15.7) 15 (14.6) 31 (15.1)

≥500 0 (0.0) 5 (4.9) 5 (2.4)

1)n (%)
2)mean±SD
3)*p<0.05 by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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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부적절 순으로 유사하였다. 직무스트레스는 시간적 압박,

업무량, 직무부담 등 원인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

일한 내근직 근로자이지만 직무스트레스는 매우 다양하게 분

포할 수 있다. 그래서 내근직의 직무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조직 내 직무스트레스 발생 원인을 찾고 관리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3. 직무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군 간의 평소와 직무스트레스

받은 후 식습관 비교

연구대상자의 식습관을 평소와 직무스트레스 받은 후로 구

분하여 직무스트레스에 따라 두 군 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Table 3>. 평소 식사 빈도는 두 군 모두 60%이상이 2끼니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위험군에서 하루 3회 섭취하

는 비율은 20.6%로 저위험군의 33.1%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고, 하루 1회 섭취하는 비율은 고위험군에

서 8.8%로 저위험군의 1.9%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비율

을 보였다(p<0.05). 평소 식사속도의 경우, 고위험군은 10-20

분 52.9%, 10분 미만과 20-30분 각 21.6%로 나타났으나 저

위험군은 10-20분 66.0%, 20-30분 27.2%와 10분 미만

3.9% 순으로 나타나 고위험군이 빠른 식사속도를 가진 대상

자가 유의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그러나 직

무스트레스 받은 후에는 식사속도의 차이는 두 군 간의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스트레스 점수와 평소 식습관과의 차이

를 조사한 Kim & Kim(2009)의 연구에서 스트레스 점수가

높은 그룹의 평소 식습관 점수 36.8점에 비해 스트레스 점수

가 낮은 그룹은 47.3점으로 나타나 스트레스 점수가 높은 그

룹이 평소 식습관 점수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직

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그룹은 평소 규칙적 식생활 실천율

이 직무스트레스가 낮은 그룹에 비해 0.4배 낮은 것으로 나

타나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올바른 식습관 실천에 어려

움을 보였다(Park & Jung 2010). 한편, 서울 거주 20대 여

성의 식사 빈도는 2회가 약 60%이었고, 평소 식사 속도는

10-20분이 약 45%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18). 사무직 남성 20-30대의 규칙적인 식사는 3점 만점

에서 1.8점, 아침식사를 거르고 2끼 식사는 1.8점으로 60%

정도를 차지하는 것(Hong et al. 2015)으로 나타나 최근 선

행연구들에서 조사된 일반적인 20-30대의 식습관은 본 연구

대상자와 유사한 식습관 유형을 보였다.

직무스트레스 받은 후 식욕이 증가하는 경우가 고위험군

의 62.7%로 저위험군 45.7%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p<0.01). 직무스트레스를 받은 후 본 연구와 같이 식

욕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으나 서울시내 20-30대 직장인 대

상 조사에서는 직무스트레스 받았을 때 평소보다 식사량이

감소를 보인 연구(Kim et al. 2003)와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불규칙한 식습관 중 식사량 감소로 인해 칼슘, 비타민 B2의

영양소 섭취 불량의 문제가 나타나는 사례도 있다(Joo &

Sohn 2010). 스트레스는 체내 호르몬 변화를 통해 식욕의

증가 또는 감소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스트레스 받는 동안

노르아드레날린과 부신피질자극호르몬 방출인자가 증가하

여 식욕 부진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스트레스 회복되는 동

안 식욕 자극 효과가 있는 코티졸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Takeda et al. 2004). 직무스트레스는 심리적으로

우울감과 불안감, 생리적으로 두통, 식욕변화, 위궤양 등 부

정적인 현상을 유발시키며 과식, 불규칙한 식사 횟수와 짧

은 식사시간 등의 행동적 변화로 이어지고, 이는 비궤양성

소화불량증과 같은 증상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Conway et al. 1981; Yoon et al. 1990). 그러므로 직무

스트레스에 의해 올바르지 않은 식습관 확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이고, 근무 중 직무스트레스 관리

가 필요하다.

4. 각 군의 평소와 직무스트레스를 받은 후 식습관의 차이 비교

고위험군과 저위험군, 각 군에서 평소와 직무스트레스를

받은 후 식습관 차이 비교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고위험

군의 경우, 식사량은 평소 적당히 먹는 편 67.6%, 많이 먹는

편 19.6%이었으나 직무스트레스를 받은 후 적당히 먹는 편

<Table 2> The score of job stress of the subjects

Variables
High-risk job stress 

group (n=102)

Low-risk job stress 

group (n=103)

Total

(n=205)
t-value2)

Job demand 064.8±17.21) 48.6±16.8 56.7±18.8 6.810***

Insufficient job control 52.1±17.0 40.0±15.1 46.1±17.2 5.370***

Interpersonal conflict 43.6±16.6 31.2±16.0 37.3±17.4 5.441***

Job insecurity 48.4±24.1 31.7±19.2 40.0±23.3 5.472***

Organizational system 58.3±15.0 38.8±12.6 48.5±16.9 10.066***

Lack of reward 59.6±16.8 36.8±11.7 48.1±18.4 11.242***

Occupational climate 56.2±16.3 36.3±15.9 46.2±18.9 8.844***

Total score 54.7±7.70 37.6±7.80 46.1±11.5 15.769***

1)The score was converted into 100 points, and the higher the score, the higher the job stress, mean±SD
2)***p<0.001 by Student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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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많이 먹는 편 55.9%로, 식사량 증가 비율이 매우 유

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저위험군의 경

우, 식사속도는 평소 10분 미만이 3.9%이었으나 직무스트레

스를 받은 후 10분 미만이 22.3%로, 식사 속도 증가 비율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식사량도 평소

적당히 먹는 편이 67.0%, 많이 먹는 편이 25.2%이었으나 직

<Table 3> Dietary habits of the subjects by level of job stress

Variables
High-risk stress risk job 

stress group (n=102)

Low-risk job stress 

group (n=103)

Total

(n=205)
χ2-value

Frequency of

meal
Before1)

1 time/day 9 (8.8)3) 2 (1.9) 11 (5.4)

7.711*4)
2 times/day 69 (67.7) 64 (62.1) 133 (64.9)

3 times/day 21 (20.6) 34 (33.1) 55 (26.8)

≥4 times/day 3 (2.9) 3 (2.9) 6 (2.9)

Regularity of

meal time
Before

Very regular 5 (4.9) 7 (6.8) 12 (5.9)

5.370
Almost regular 45 (44.1) 58 (56.3) 103 (50.2)

Irregular 31 (30.4) 27 (26.2) 58 (28.3)

Very irregular 21 (20.6) 11 (10.7) 32 (15.6)

Duration of

meal time

Before

<10 minutes 22 (21.6) 4 (3.9) 26 (12.7)

14.926**4)
10<20 minutes 54 (52.9) 68 (66.0) 122 (59.5)

20<30 minutes 22 (21.6) 28 (27.2) 50 (24.4)

≥30 minutes 4 (3.9) 3 (2.9) 7 (3.4)

After2)

<10 minutes 27 (26.5) 23 (22.3) 50 (24.4)

1.805
10<20 minutes 44 (43.1) 54 (52.4) 98 (47.8)

20<30 minutes 22 (21.6) 19 (18.5) 41 (20.0)

≥30 minutes 9 (8.8) 7 (6.8) 16 (7.8)

Amount of

meal intake

Before

Small 13 (12.8) 8 (7.8) 21 (10.2)

1.986Medium 69 (67.6) 69 (67.0) 138 (67.3)

Large 20 (19.6) 26 (25.2) 46 (22.4)

After

Small (decreased) 25 (24.5) 28 (27.2) 53 (25.9)

4.211Medium (same) 20 (19.6) 31 (30.1) 51 (24.9)

Large (increased) 57 (55.9) 44 (42.7) 101 (49.3)

Preferred

taste

Before

Sweet 42 (41.2) 38 (36.9) 80 (39.0)

2.685

Salty 24 (23.5) 24 (23.3) 48 (23.4)

Bitter 4 (3.9) 7 (6.8) 11 (5.4)

Sour 3 (2.9) 7 (6.8) 10 (4.9)

Spicy 29 (28.5) 27 (26.2) 56 (27.3)

After

(n=204)

Sweet 41 (40.2) 30 (29.1) 70 (34.3)

4.682

Salty 12 (11.7) 12 (11.7) 71 (34.8)

Bitter 5 (4.9) 4 (3.9) 29 (14.2)

Sour 2 (2.0) 6 (5.8) 9 (4.4)

Spicy 42 (41.2) 51 (49.5) 25 (12.3)

Appetite After

Very increased 30 (29.4) 12 (11.7) 42 (20.5)

14.905**5)

Slightly increased 34 (33.3) 35 (34.0) 69 (33.7)

Usually 10 (9.8) 26 (25.2) 36 (17.6)

Slightly reduced 13 (12.8) 14 (13.6) 27 (13.2)

Very reduced 15 (14.7) 16 (15.5) 31 (15.1)

1)Before suffering from job stress
2)After suffering from job stress
3)n (%)
4)**p<0.01,*p<0.05 by Fisher's exact test
5)**p<0.01 by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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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스트레스를 받은 후 적당히 먹는 편은 30.1%, 많이 먹는

편은 42.7%로, 저위험군에서도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식사량

이 매우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선호

하는 맛은 고위험군에서 유의적인 변화가 없었으나 저위험

군에서는 평소 선호하는 맛이 단맛 36.9%, 매운맛 26.2%,

짠맛 23.3% 순이었고 직무스트레스를 받은 후 매운맛

49.5%, 단맛 29.1%, 짠맛 11.7% 순으로 나타나, 직무스트레

스를 받은 후 매운맛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p<0.05). Lee et al. (2011)에서 직무스트레스 받은 후

매운맛과 단맛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매운맛을 내

는 캡사이신 섭취는 코티졸 농도를 감소시켜 스트레스 감소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에(Kreek 1996;

Logan et al. 2001), 스트레스를 받은 후 매운맛의 음식을 선

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스트레스는 식욕을 증가시켜

식이 섭취량을 많아지게 한다는 연구들(Takeda et al. 2004)

과 함께 높은 당류와 지방이 함유된 식품을 선호하였다

(Adam & Epel 2007). 이와 같이 스트레스로 인한 당류 함

량이 높은 식이 섭취의 증가는 비만, 제2형 당뇨병, 대사증

후군 등의 만성질환 이환과 관련성(Golden 2007; De

Vriendt et al. 2009; Joo et al. 2017)이 높기 때문에 직무

스트레스가 만성적이고 장기적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식습관

관리가 필요하다.

5. 직무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간식 섭취 실태

직무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간식 섭취 실태 비교 결과는

<Table 5>와 같이, 하루 간식 섭취 횟수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대체로 고위험군은 2-3회 50.0%, 저위험

군은 1회 41.7%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식을 섭취하

는 이유는 고위험군에서는 직무스트레스 해소 42.2%, 식욕

충족과 배고픔 해결 각 18.6%이었고, 저위험군에서는 배고

픔 해결 31.1%, 습관 23.3%, 식욕충족 22.3% 순으로 나타

나 두 군 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1). Joo & Sohn

(2010)의 연구에서 경찰공무원의 간식 섭취 빈도는 직무스트

레스가 매우 높은 그룹은 2-4회 67.5%이었으나 매우 낮은

<Table 4> Comparison of dietary habits before and after suffering from job stress in the subjects

Variables Before1) After2) Total χ2-value

High-risk job

stress group

(n=102)

Duration of

meal time

<10 minutes 22 (21.6)3) 27 (26.5) 49 (24.0)

3.454
10<20 minutes 54 (52.9) 44 (43.1) 98 (48.0)

20<30 minutes 22 (21.6) 22 (21.6) 44 (21.6)

≥30 minutes 4 (3.9) 9 (8.8) 13 (6.4)

Amount of

meal intake

Small 13 (12.8) 25 (24.5) 38 (18.6)

48.546***4)Medium 69 (67.6) 20 (19.6) 89 (43.6)

Large 20 (19.6) 57 (55.9) 77 (37.7)

Preferred

taste

Sweet 42 (41.2) 41 (40.2) 83 (40.7)

6.779

Salty 24 (23.5) 12 (11.7) 36 (17.6)

Bitter 4 (3.9) 5 (4.9) 9 (4.4)

Sour 3 (2.9) 2 (2.0) 5 (2.5)

Spicy 29 (28.5) 42 (41.2) 71 (34.8)

Low-risk job

stress group

(n=103)

Duration of

meal time

<10 minutes 4 (3.9) 23 (22.3) 27 (13.1)

18.300***
10<20 minutes 68 (66.0) 54 (52.4) 122 (59.2)

20<30 minutes 28 (27.2) 19 (18.5) 47 (22.8)

≥30 minutes 3 (2.9) 7 (6.8) 10 (4.9)

Amount of

meal intake

Small 8 (7.8) 28 (27.2) 36 (17.5)

30.180***Medium 69 (67.0) 31 (30.1) 100 (48.5)

Large 26 (25.2) 44 (42.7) 70 (34.0)

Preferred

taste

Sweet 38 (36.9) 30 (29.1) 68 (33.0)

13.221*

Salty 24 (23.3) 12 (11.7) 36 (17.5)

Bitter 7 (6.8) 4 (3.9) 11 (5.3)

Sour 7 (6.8) 6 (5.8) 13 (6.3)

Spicy 27 (26.2) 51 (49.5) 78 (37.9)

1)Before suffering from job stress 
2)After suffering from job stress
3)n (%)
4)*p<0.05, ***p<0.001 by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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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은 34.1%로 차이가 나타났고, 업무 시간 중 스트레스 해

소를 위해 간식을 섭취하는 직장인이 36.4%인 것으로 보고

되었다(datanews). 본 연구결과에서 고위험군이 식사섭취 빈

도가 저위험군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였는데, 결식은 업무

중 집중력 저하와 공복감으로 간식의 섭취 빈도를 높일 수

있음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내근직 직장인

들은 업무 중 방해가 되지 않고 간단히 섭취할 수 있는 단맛

나는 가공식품 간식을 선호하게 되는데, 이때 섭취하는 단

음식은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분비를 도와 스트레스를 일시

적으로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Lee 1998). 한편, 직무

스트레스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반대로 작용하므로(Oh

& Lee 2016) 직장 내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가공식품

간식 섭취 감소를 위해 각 직무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도를

높일 수 있도록 회사 내에서는 직원들의 직무스트레스 관리

가 필요할 것이다.

6. 직무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근무 중 가공식품류 간식 섭취

빈도

최근 한 달 동안 근무 중 가공식품류 간식 섭취 빈도를 조

사하여 하루 동안의 섭취량으로 산출한 결과는 <Table 6>과

같이, 빵 및 떡류 중 식빵은 고위험군에서 하루 0.15회(주 1

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나 저위험군 하루 0.09회(월 2-3회)

섭취하는 것 보다 유의하게 섭취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p<0.05). 스트레스가 높은 청소년 그룹은 낮은 그룹에 비

해 탄산음료 1.49배, 과자 1.25배 섭취 가능성이 높은 것으

로 보고되었다(Lee et al. 2013). 직무스트레스는 만성질환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간식 섭취가 영향 요인 중 하나인 것으

로, Lee & Kim(2013)의 연구에서 사무직 남성(평균 43세)

대상 이상지질혈증 발병위험은 직무스트레스가 낮은 군에 비

해 2.72배, 간식 섭취 횟수가 1회 증가할수록 1.57배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직무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근무 중 가공식품류 간식 섭취량

직무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근무 중 가공식품류 간식 섭취

시 종류에 따른 1회 평균 섭취량은 <Table 7>과 같다. 사

탕 및 초콜릿류 중 젤리(고위험군 0.89개, 저위험군 0.69개,

p<0.01)와 초콜릿(고위험군 1.07개, 저위험군 0.92개, p<0.05),

빵과 떡류 중 팥앙금·크림빵(고위험군 0.88개, 저위험군

0.69개, p<0.01)과 카스테라·케이크·머핀(고위험군 0.95

개, 저위험군 0.77개, p<0.01)와 와플(고위험군 0.65개, 저위

험군 0.57개, p<0.05)은 고위험군이 저위험군 보다 유의적

으로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은 업

무 중 간식을 섭취하기 때문에 사무실에 두고 먹을 수 있는

간식을 주로 섭취하여 음료류, 제빵류, 사탕 및 젤리류를 즐

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datanews). 본 연구에서도 1회 섭

취분량이 많지 않았으나 업무 중 스트레스는 근육에서 포도

당 흡수 장애를 일으켜 인슐린 저항성 감수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에(Hjemdahl 2002) 업무 중 스트레스와 함께 배고픔이

나타날 때 저위험군에 비해 고위험군의 간식 섭취량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5> Behaviors of snack intake in the subjects by level of job stress

Variables
High-risk job stress 

group (n=102)

Low-risk job stress 

group (n=103)

Total

(n=205)
χ2-value

Frequency of

snack intake

(per day)

Never 5 (4.9)1) 12 (11.7) 17 (8.3)

4.150
1 time 40 (39.2) 43 (41.7) 83 (40.5)

23 times 51 (50.0) 41 (39.8) 92 (44.9)

≥4 times 6 (5.9) 7 (6.8) 13 (6.3)

Time of

snack intake

(n=188)

Before breakfast 0 (0.0) 1 (1.1) 1 (0.5)

4.988
Between breakfast and lunch 22 (22.7) 33 (36.3) 56 (29.6)

Between lunch and dinner 58 (59.82) 44 (48.3) 102 (54.0)

Midnight 17 (17.5) 13 (14.3) 30 (15.9)

Reason for

snack intake

Job stress 43 (42.2) 17 (16.5) 60 (29.3)

17.677**2)

Hunger 19 (18.6) 32 (31.1) 51 (24.9)

Appetite 19 (18.6) 23 (22.3) 42 (20.5)

Habit 15 (14.7) 24 (23.3) 39 (19.0)

Nutrition 6 (5.9) 7 (6.8) 13 (6.3)

Stress reduction

by snack intake

(n=60)

Very effective 7 (16.3) 3 (17.6) 10 (16.7)

1.506
Effective 26 (60.5) 8 (47.1) 36 (56.7)

Moderate 6 (13.9) 4 (23.5) 10 (16.7)

Not effective 4 (9.3) 2 (11.8) 6 (10.0)

1)n (%)
2)**p<0.01 by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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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직무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하루 평균 가공식품류 간식 섭

취를 통한 에너지 섭취량

직무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근무 중 섭취하는 가공식품류

간식을 통한 하루 평균 에너지 섭취량은 <Table 8>과 같다.

사탕 및 초콜릿류 중 초콜릿, 빵 및 떡류 중 카스테라·케이

크·머핀, 우유 및 유제품류 중 가공우유의 에너지 섭취량

은 고위험군이 저위험군 보다 유의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p<0.05).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에너지 섭취 증

가와 설탕과 지방이 많은 음식 선호도 증가시킴으로써 체중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다(Torres & Nowson

2007). 본 연구대상자들의 경우, 60%이상이 하루 2-3회 간식

을 섭취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하루 2-3회 간식을 섭취한다

고 가정할 때 10.7~311.8 kcal를 섭취하게 된다. 한국영양학

회에서는 하루 총 당류 섭취량은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

20%로 제시하고 있는데, 성인 남성 2,000 kcal 기준 0.5-

15.6%까지 섭취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Lee et al.

(2014)의 연구에서, 우유 포함 가공식품으로부터의 당류 섭

취량은 20대 49.6 g, 30대 39.6 g으로 하루 에너지 섭취량

2,000 kcal 기준 9.9%와 7.9%로 보고되어, 본 연구와 같이

가공식품을 통한 에너지섭취량은 과도한 섭취가 아닌 것으

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밥 한 공기 200 g은 304 kcal인데,

간식 섭취 종류와 빈도에 따라 간식에 의해 밥 한 공기 이상

의 에너지를 섭취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근무 중에 받는 스

트레스가 지속된다면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되어 식욕조절 및

식습관의 변화를 가져와 만성질환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으

므로 직장 내에서 직무스트레스 관리와 함께 건강한 간식을

섭취가 필요하다. 업무 중 간식 섭취가 이루어져야 한다면

에너지 및 당류의 함유량이 적은 저당, 무가당 제품을 선택

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직장 내에서는 건강한 간식 선택 및

섭취 방법에 대한 영양교육과 함께 실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Table 6> Frequency of snack intake during the working hours of the subjects by level of job stress

Variables
High-risk job stress 

group (n=102)

Low-risk job stress 

group (n=103)

Total

(n=205)
t-value

Confectioneries

Biscuit/cookies 00.39±0.601) 0.34±0.59 0.37±0.59 0.574

Chips 0.09±0.16 0.10±0.26 0.09±0.21 -0.435

High-sugar cereals with milk 0.17±0.32 0.12±0.23 0.14±0.28 1.295

Drinks and

coffees

Carbonated drinks 0.30±0.46 0.27±0.43 0.28±0.44 0.411

Juice/smoothie 0.27±0.41 0.30±0.47 0.28±0.44 -0.444

Sports drinks 0.08±0.32 0.12±0.34 0.10±0.34 -0.893

Traditional Korean beverages 0.07±0.31 0.04±0.21 0.05±0.27 0.620

Americano 0.77±0.80 0.77±0.86 0.77±0.83 -0.000

Latte (caramel, mocha, etc.) 0.23±0.43 0.23±0.52 0.23±0.48 0.008

Tea (Bubble, ade, etc.) 0.10±0.17 0.13±0.36 0.12±0.28 -0.555

Candies and

chocolates

Candies 0.12±0.35 0.22±0.56 0.17±0.47 -1.491

Caramels 0.07±0.25 0.05±0.30 0.06±0.28 0.455

Jelly 0.18±0.31 0.14±0.39 0.16±0.36 0.764

Chocolates 0.33±0.52 0.20±0.40 0.26±0.47 1.898

Bread and

rice cakes

Loaf bread 0.15±0.23 0.09±0.16 0.12±0.20 2.098*

Jam 0.09±0.26 0.06±0.15 0.07±0.21 0.887

Bread with red bean, cream, etc. filling 0.11±0.19 0.08±0.31 0.10±0.25 0.817

Castella, cakes, muffins 0.19±0.30 0.10±0.32 0.14±0.31 1.872(0.063)

Waffles 0.03±0.07 0.03±0.11 0.03±0.09 -0.004

Rice cakes 0.06±0.22 0.04±0.11 0.05±0.17 0.770

Milk and dairy 

products

Flavored milk 0.15±0.30 0.09±0.18 0.12±0.25 1.725

Drinking yogurt 0.14±0.27 0.11±0.17 0.12±0.23 1.032

Yogurt 0.13±0.22 0.11±0.17 0.12±0.20 0.754

Soymilk 0.12±0.22 0.13±0.39 0.12±0.32 -0.353

Ice cream 0.12±0.19 0.15±0.35 0.13±0.28 -0.767

1)mean±SD, The mean value (unit: times/day) is 0.03 for once a month, 0.08 for 2-3 times a month, 0.14 for once a week, 0.43 for 2-4 times a

week, and 1 for once a day, 
2)*p<0.05 by Student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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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 20-30대 내근직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식습관 및 가공식품류

간식 섭취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직장인들의 직장 내 건강한

식습관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서울

과 수도권 내 직장에서 내근직 205명을 대상으로 직무스트

레스와 식습관, 근무 중 간식 섭취 실태를 조사하였고,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평균 직무스트레스 점수는 46.1점이었

고,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고위험군 102명(54.7점)과 저위험

군 103명(37.6점)으로 분류하였다. 직무스트레스 7영역의 평

균 점수는 두 군 사이에 모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고, 이

들 중 보상부적절, 조직체계, 직장문화 순으로 두 군 간의 큰

차이를 보였다(p<0.001).

둘째, 평소와 직무스트레스 받은 후 식습관을 직무스트레

스에 따라 비교한 결과, 평소 식사 빈도는 고위험군이 하루

3회 20.6%, 1회 8.8%이었고, 저위험군이 하루 3회 33.1%,

1회 1.9%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p<0.05). 식사 속도는

평소 고위험군이 10-20분 52.9%, 10분 미만 21.6%이었고,

저위험군이 10-20분 66.0%, 10분 미만 3.9%로 고위험군이

빨리 섭취하는 것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직

무스트레스를 받은 후 식욕의 경우, 고위험군에서는 증가

62.7%, 감소 27.5%이었고, 저위험군에서는 증가 45.7%, 감

소 29.1%로 직무스트레스 받은 후 식욕의 변화는 고위험군

에서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셋째, 각 군에서 평소와 직무스트레스를 받은 후 식습관

비교 결과, 고위험군에서는 식사섭취량이 평소보다 직무스트

레스를 받은 후 식사 섭취량의 변화가 유의하게 크게 나타

났다(p<0.001). 저위험군에서는 식사속도가 평소에 비해 직

무스트레스 받은 후 유의하게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p<0.001), 식사섭취량도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변화가 유의

<Table 7> Amount of snack intake during the working hours of the subjects by level of job stress

Variables
High-risk job stress 

group (n=102)

Low-risk job stress 

group (n=103)

Total

(n=205)
t-value

Confectioneries

Biscuit/cookies (6 piece)1) 00.82±0.422) 0.75±0.31 0.79±0.37 1.290

Chips (1 bag) 0.76±0.40 0.71±0.35 0.73±0.78 0.872

High-sugar cereals with milk (250mL) 0.74±0.38 0.68±0.34 0.71±0.36 1.097

Drinks and

coffees

Carbonated drinks (200mL) 0.96±0.49 0.88±0.41 0.92±0.45 1.225

Juice/smoothie (200mL) 0.97±0.45 0.87±0.39 0.92±0.42 1.639

Sports drinks (200mL) 0.66±0.32 0.71±0.35 0.69±0.34 -1.212

Traditional Korean beverages (200mL) 0.62±0.32 0.61±0.28 0.62±0.30 0.261

Americano (200mL) 1.22±0.61 1.21±0.58 1.21±0.60 0.083

Latte (caramel, mocha, etc.) (200mL) 0.84±0.46 0.74±0.39 0.79±0.43 1.686

Tea (Bubble, ade, etc.) (200mL) 0.78±0.41 0.70±0.42 0.74±0.41 1.226

Candies and

chocolates

Candies (1 piece) 0.72±0.38 0.76±0.44 0.74±0.41 -0.635

Caramels (1 piece) 0.65±0.38 0.60±0.29 0.62±0.34 1.066

Jelly (1 piece) 0.89±0.52 0.69±0.37 0.79±0.46 3.152**3)

Chocolates (ABC Chocolate 4 pieces) 1.07±0.55 0.92±0.45 1.00±0.51 2.208*

Bread and

rice cakes

Loaf bread (2 pieces) 0.75±0.40 0.70±0.38 0.74±0.39 0.495

Jam (2 teaspoons) 0.67±0.30 0.63±0.31 0.65±0.31 0.830

Bread with red bean, cream, etc. filling (1 piece) 0.88±0.44 0.69±0.31 0.78±0.39 3.541**

Castella, cakes, muffins (1 piece) 0.95±0.47 0.77±0.41 0.86±0.45 2.851**

Waffles (1 piece) 0.65±0.30 0.57±0.19 0.61±0.26 2.096*

Rice cakes (injeolmi 3 pieces) 0.69±0.36 0.66±0.34 0.68±0.35 0.630

Milk and

dairy products

Flavored milk (200 mL) 0.82±0.45 0.73±0.36 0.77±0.41 1.586

Drinking yogurt (1 bottle) 0.81±0.44 0.71±0.33 0.76±0.39 -1.886

Yogurt (100 g) 0.88±0.46 0.79±0.34 0.83±0.40 1.614

Soymilk (200 mL) 0.68±0.30 0.74±0.40 0.71±0.36 -1.333

Ice cream (100 mL) 0.86±0.39 0.84±0.41 0.85±0.40 0.324

1)Snack type (1 serving size)
2)mean±SD, The mean value is the amount of snack intake compared to 1 serving size.
3)*p<0.05, **p<0.01 by Student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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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크게 나타났다(p<0.001). 선호하는 맛의 경우도 평소

에 비해 직무스트레스를 받은 후 매운맛이 유의하게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넷째, 간식 섭취 실태 비교 결과, 하루 간식 섭취 빈도는

고위험군과 저위험군 모두 대체로 2-3회 섭취하는 것으로 나

타났고, 간식 섭취 이유는 고위험군에서 직무스트레스 해소

42.2%와 배고픔과 식욕 충족 각 18.6%이었고, 저위험군에서

는 배고픔 해결 31.1%와 습관적 23.3%로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1).

다섯째, 최근 한 달 동안 근무 중 가공식품류 간식 섭취

빈도는 빵 및 떡류 중 식빵의 경우, 고위험군이 저위험군 보

다 유의하게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근무

중 가공식품류 간식 섭취량의 경우, 고위험군은 저위험군 보

다 젤리(p<0.01), 초콜릿(p<0.05), 팥앙금·크림빵(p<0.01)과

카스테라·케이크·머핀(p<0.01)과 와플(p<0.05)의 섭취가

유의적으로 많았다. 근무 중 섭취하는 간식으로부터의 초콜

릿(p<0.05), 카스테라·케이크·머핀(p<0.05), 가공우유

(p<0.05)의 에너지 섭취량은 고위험군이 저위험군 보다 유의

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젊은 내근직 직장인들의 직무스트레스는

식습관의 변화와 직무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경우 가공식품

류 간식 섭취 빈도 및 섭취량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젊은 내근직 직장인들의 직

무스트레스로 인한 잘못된 식습관을 인식하고, 올바른 식습

관 개선과 실천, 건강한 간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무스트

레스에 대한 올바른 식생활 지침서 개발 및 제공, 그에 대한

영양교육이 꾸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더불어 직장 내에

서 근무자들의 직무스트레스 발생정도를 낮출 수 있도록 다

양한 직무스트레스 발생요인들에 대한 관리가 병행될 필요

가 있다. 근무 중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단맛나는 가공식품

간식의 섭취 증가에 대한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기초자료

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수도

권 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유사한 직무를 갖는 대상자 표집

이 이루어졌고, 연구대상자의 인원수 부족으로 연구대상의

<Table 8> Energy intake from snack in the subjects by level of job stress

Variables
High-risk job stress 

group (n=102)

Low-risk job stress 

group (n=103)

Total

(n=205)
t-value

Confectioneries

Biscuit/cookies 051.3±89.01) 44.8±98.1 48.0±93.6 0.495

Chips 15.9±40.6 18.0±65.9 16.9±54.7 -0.273

High-sugar cereals with milk 177.7±350.4 115.9±241.4 146.7±301.5 1.468

Drinks and

coffees

Carbonated drinks 29.4±59.1 23.7±50.8 26.6±55.0 0.733

Juice/smoothie 30.9±44.7 35.0±74.0 32.9±61.1 -0.482

Sports drinks 08.4±45.1 11.4±46.6 09.9±45.8 -0.478

Traditional Korean beverages 06.5±39.5 02.7±13.5 04.6±29.5 0.921

Americano 10.2±12.6 09.9±12.7 10.0±12.6 0.178

Latte (caramel, mocha, etc.) 33.2±65.6 28.1±64.5 30.7±64.9 0.558

Tea (Bubble, ade, etc.) 07.1±14.3 08.7±25.0 07.9±20.4 -0.556

Candies and

chocolates

Candies 05.4±18.0 11.7±38.3 08.6±30.1 -1.508

Caramels 12.3±56.0 08.9±57.4 10.6±56.6 0.434

Jelly 08.7±18.7 05.4±17.6 07.0±18.2 1.277

Chocolates 081.6±154.9 37.9±73.1 059.7±122.6 2.579*

Bread and

rice cakes

Loaf bread 28.8±52.3 18.7±44.6 23.7±48.7 1.488

Jam 05.3±16.3 03.8±12.0 04.6±14.3 0.766

Bread with red bean, cream, etc. filling 28.4±55.2 19.7±73.4 24.0±65.0 0.959

Castella, cakes, muffins 52.5±99.7 25.3±80.8 38.8±91.5 2.145*

Waffles 05.9±21.1 05.2±27.1 05.5±24.3 0.194

Rice cakes 10.5±47.8 05.8±22.9 08.2±37.4 0.895

Milk and

dairy products

Flavored milk 32.0±76.6 14.0±30.6 23.0±58.8 2.210*

Drinking yogurt 19.8±44.4 11.5±19.2 15.6±34.4 1.734

Yogurt 14.1±31.1 09.5±16.1 11.8±24.7 1.346

Soymilk 17.5±36.4 24.7±98.7 21.1±74.4 -0.687

Ice cream 26.2±45.7 23.3±46.1 24.7±45.8 0.461

1)mean±SD, unit: kcal/day
2)*p<0.05 by Student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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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중된 점과 연구대상자의 되어 대표성 및 일반화시키기에

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설문조사 당일 식사섭취조사가 이루

어지지 않았고, 간식으로 가공식품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

기 때문에 과일, 채소와 같은 간식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

지 않아 전체 간식 섭취량에 대한 비율을 보기 어려운 점에

대한 한계점을 갖는다. 향후, 다른 지역 근무자와 연령대별

내근직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식습관 및 간식 섭취 실태와 가

공식품류 간식 외 과일채소 간식 섭취 조사와 근무 중 간식

섭취 분량에 대한 해당 간식 종류별 빈도에 대한 조사도 함

께 이루어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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