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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Shift work has been known to cause various health problems by making it difficult for humans 
to adapt to their natural circadian rhythms. In particular, shift workers tend to complain of sleep difficulties 

associated with work schedules, and sometimes use alcohol as a self-medication to induce sleep. To date, no 
clear mechanism has been identified regarding the link between shift work and sleep, between shift work and 
drinking. This study aims to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shift work and sleep, and to analyze whether the 
change in sleep caused by shift work causes drinking.

Methods：This study included 11360 people (5704 men and 5656 women) among the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data in 2014, 2016 and 2018. The work type between 6am-6pm was defined as day work, 
and other work types were defined as shift work. Us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relationship between shift 
work and sleep quality, shift work and high risk drinking, drinking amount at 1 time, drinking frequency were an-
alyzed. In addition, we analyzed whether sleep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shift work and drinking using 
mediated analysis.

Results：Shift work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with sleep quality in men and women (male 
OR=1.37, 95% CI 1.11-1.70, female OR=1.26, 95% CI=1.05-1.50).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
tween shift work and alcohol in the case of men, but in the case of women,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
ship between shift work and the number of alcohol consumption (OR=1.34, 95% CI=1.04-1.72). When media-
tion analysis was conducted, it was found that women's sleep quality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hift work and the frequency of drinking.

Conclusions：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shift work causes sleep difficulties, and in the case of 
women, drinking can be induced through the partial mediating effect of sleep. Considering that women are more 
likely to choose drinking as a coping method for sleep problems, more active interventions for female shift work-
ers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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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교대근무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작업을 하는 다른 근로자

를 24시간 이내에 대체하는 근무 일정을 의미한다. 하지만 

연구에 따라 야간 근무시간으로 좁게 정의되거나 정상적인 

주간 근무시간을 벗어난 모든 근무 시간으로 정의되기도 하

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1) 지

난 수십 년간 전 세계적으로 24시간 내내 제공되어야 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늘어나면서 교대근무자의 숫자도 빠

르게 증가하고 있다.2) 미국 근로자의 28%가 교대근무를 하

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에도 21% 정도의 근로자가 교대근무

를 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2015년 한국노동연구원에

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전체 사업체의 30% 이상에서 

교대 근무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5)

교대근무는 인간의 자연적인 일주기 리듬에 적응하기 어

렵게 만들며 이와 관련된 많은 병태생리학적 경로들이 신체

적, 정신적 어려움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6) 특히 교대근

무는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치며 적어도 75%이상의 교대근무

자가 수면과 관련된 문제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전의 연구에 따르면 교대근무 시행 시 변화된 근무일정에 

수면/각성 주기가 온전히 적응하는 경우는 3%미만이었으며 

부분적으로 적응한 경우도 25%미만에 불과하였다.7,8)

교대근무와 관련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및 이를 대처하는 

다양한 방법, 행태에 관한 연구가 여러 차례 이루어져왔다.9-11) 

특히 일부 연구자는 교대근무와 관련된 수면장애를 대처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알코올을 사용한다는 주장을 하였다.12,13) 

교대근무자는 근무 일정의 변화로 인한 생물학적 각성상태를 

완화시키고 수면을 유도하기 위해 알코올을 자가약으로 사

용하는 경향이 있다.14,15) 이는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알코

올의 사용이 오히려 수면 질을 떨어뜨리고 주간 졸음을 유발

할 수 있기 때문이다.16-18) 상대적으로 수면장애에 취약한 교

대근무자에게 이러한 알코올의 부작용이 더 큰 문제를 일으

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음주량 증가와 폭음 위험성을 증

가시키는 악순환에 빠뜨릴 수 있다. 

하지만 알코올사용장애 및 음주량과 교대근무의 관련성

에 관한 이전의 연구들은 서로 다른 결과들을 보이며 논란

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몇몇 연구에서는 주간근무자와 교

대근무자의 음주패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

나19,20) 다른 연구에서는 교대근무와 음주량 사이의 상관관계

를 보고하기도 하였다.21-23)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는 교대근무 집단에서의 수면 및 음

주 특성을 각각 제시하였으나 이들 사이의 상관관계 및 음

주를 유발하는 수면의 매개효과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였다

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교대근무가 수면 

질의 저하를 매개로 하여 음주량 및 음주횟수를 증가시킨다

는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매개효과 분석을 통해 교대근무와 

수면 및 음주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추정하고자 하였다.

방       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제7기 자료 중 2014, 

2016, 2018년도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 수준, 건강행태, 식품 및 영양섭취 실

태에 대한 국가 및 시도 단위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갖춘 통계

를 산출하는 것이다.24) 조사항목에 따라 매년, 혹은 일정기간 

순환하며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 사용된 주요변

수인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의 경우 격년

(2014, 2016, 2018년도)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사에 참

여한 전체 인원수는 23692명이었으며 이중 19세 이상 성인은 

18847명이었다. 최종적으로 무직자 및 근로형태여부에 답하

지 않은 인원을 제외한 11360명(남성 5704명, 여성 5656명)을 

연구대상인원으로 포함시켰다(IRB No. 2018-01-03-P-A). 

2. 주요 연구변수

1) 근무형태

교대근무에 대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기준이 존재하지

는 않으며 이전에 시행된 연구들에서도 서로 다른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1) 이 연구에 활용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6 am-6 pm 사이 근무자를 따로 분류하고 있어, 국민건강영

양조사를 이용했던 기존의 연구를 참고하여 해당 항목에 응

한 사람을 주간근무자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25) 다른 근

무형태로 저녁근무(2 pm-12 pm), 밤근무(9 pm-8 am), 일

정한 스케줄에 따른 근무시간이 변동되는 주야간 규칙적 교

대근무, 하루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쉬는 격일제 근무형태인 

24시간 교대근무, 하루에 일하는 시간대가 2개 이상인 분할

근무, 일정한 스케줄 없이 근무시간이 변동되는 불규칙 교대

근무가 있으며, 주간근무 이외로 분류된 근무형태는 교대근

무로 포함시켰다. 

2) 수  면

국민건강영양조사에는 우울증의 선별검사 중 하나인 

PHQ-9이 정신건강 문항에 포함되어있으며, PHQ-9의 3번 

항목(잠들기 어렵거나 자꾸 깨어남, 혹은 너무 많이 잠)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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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의 질을 평가하고 있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PHQ-9의 3

번 항목은 Insomnia Severity Index (ISI) 점수와 유의미한 관

련성이 있었으며 1점을 기준값으로 하였을 때 민감도 82.5%, 

특이도 84.5%로 가장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26)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PHQ-9의 3번 항목을 이용하여 수면 질

을 평가하였으며 0점은 수면 질 좋음, 1에서 3점은 수면 질의 

저하로 분류하였다. 

3) 음  주

적정음주 및 위험음주량의 기준은 각 나라별로 차이가 

있는데, 국가별 선호하는 술의 종류, 인종 별 체형 및 알코

올 대사 능력, 음주와 관련된 사회분위기 등이 서로 상이하

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남자는 하루 40 g 미만, 

여자는 하루 20 g 미만을 섭취하는 것을 저위험음주로 분류

하였으며 미국의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NIAAA)에서는 남자의 경우 하루에 4잔 또는 

일주일에 14잔 이상, 여자의 경우 하루에 3잔 또는 일주일에 

7잔 이상 마시는 경우 위험음주로 분류하고 있다.27,28) 우리나

라의 질병관리청에서는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자는 7잔 이상, 

여자는 5잔 이상을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경우를 고위험 음주

로 정의하고 있다.29) 이 연구에서는 질병관리청의 정의에 따

라 고위험 음주를 분류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음주량과 음주 

횟수를 나누어 분석하였다. 음주량의 경우 남성은 1회 7잔 

이상, 여성은 1회 5잔 이상을 기준으로 분류하였고, 음주 횟

수의 경우 남녀 모두 주 2회 이상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3. 자료분석

이 연구에서는 IBM SPSS Statistics for Windows, ver-

sion 23.0 (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통

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제시

하는 분석지침에 따라 복합표본설계를 통해 분석하였고, 건

강설문, 검진조사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도별 자료를 통합하

였다. 연구 결과 내 각 변수의 표본수는 원시자료의 실제 표

본 수를 제시하였으며 백분율 및 기타 모든 통계 값은 가중

치를 반영한 결과를 제시하여 대표성을 띌 수 있도록 하였

다.24) 주간근무자와 교대 근무자의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은 복합표본설계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활용하였고 카이

제곱검정을 실시하여 주간근무자와 교대근무자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교대근무와 수면 및 음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주간근무자를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요인(연령, 결혼상태, 

가구원수, 교육수준, 가구소득, 스트레스 정도, 주당 평균 근

로시간, 직업유형)을 공변량으로하여 보정하였다. 결과값은 

교대근무자의 오즈비(Odds Ratio, OR)를 95% 신뢰구간

(95% Confidence Interval, 95% CI)으로 제시하였다. 음주

에 미치는 교대근무의 영향에서 수면양상의 매개 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매개효과 분석(mediation analysis)을 수행

하였다. 매개효과(mediation effect)를 추정하기 위해 보편

적으로 사용되는 Baron & Kenny 이론에 근거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30) Baron & Kenny의 이론에 따르면 3단계의 분

석을 실시하여 1단계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2단계는 독

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3단계

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하며 독립변수의 종

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이 1단계보다 감소하는지 유무를 파악

한다. 이 연구에서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가 모두 범

주형 변수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로지스틱 모형을 적용하

였으며 표준화 계수를 사용하였다. 각 변수가 미치는 상대

적인 영향력은 표준화 계수의 크기로 추정하게 되며, 분석 

단계별로 도출된 표준화 계수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하여 매

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31) 

결       과

1.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 중 남성은 총 5704명이었으며 이 중 주간근

무자는 4775명(83.7%), 교대근무자는 929명(16.3%)이었다

(Table 1). 여성은 총 5656명이었으며 주간근무자는 4672명

(82.6%), 교대근무자는 984명(17.4%)이었다. 

먼저 남성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연령은 주간근무

자가 교대근무자에 비해 더 높았으며(t[497]=9.91, p＜0.001), 

미혼의 비율은 교대근무자에서 더 높았다(χ2 [2, n=5704]= 

190.32, p＜0.001). 근로시간은 교대근무자가 49시간이상 

근무하는 비율이 높았고(χ2 [1, n=5704]=6.19, p＜0.049), 육

체, 비육체노동자의 비율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χ2 [1, n= 

5704]=0.28, p=0.692). 남성의 수면 질을 비교하였을 때 수면 

질이 저하된 비율은 주간근무자에서 25.7%, 교대근무자에서 

31.7%로 교대근무자의 수면 질이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χ2 [1, n=704]=5.96, p=0.003). 남성의 음주 양상을 살펴

보면 교대근무자는 고위험음주를 하는 비율이 17.3%로 주간

근무자의 23.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χ2 [1, n=5704]= 

15.21, p＜0.001). 1회 음주량은 차이가 없었으나(χ2 [1, n=5704]= 

0.687, p=0.475, 음주빈도 비교 시 남성 교대근무자의 32.6%, 

주간근무자의 38.8%가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간근무자에서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χ2 [1, n=5704]=7.53, 

p=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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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day and shift workers

Male (n=5704) Female (n=5656)

Day work
(n=4775)*

Shift work
(n=929)

p value†
Day work
(n=4672)

Shift work
(n=984)

p value

Age 45.24±0.5 39.4±1.1 ＜0.001 44.8±0.6 40.3±1.2 ＜0.001
19-29 435 (14.0) 242 (36.4) 639 (19.2) 252 (33.7)

30-39 986 (22.6) 168 (17.7) 862 (19.2) 146 (14.1)

40-49 1088 (25.1) 154 (17.7) 1035 (23.4) 209 (20.7)

50-59 1033 (22.7) 158 (16.4) 1054 (21.9) 231 (20.7)

60- 1233 (15.5) 207 (11.7) 1082 (16.3) 146 (10.8)

Marital status ＜0.001 ＜0.001
Married 3746 (73.3) 570 (52.7) 3207 (65.8) 561 (52.9)

Divorced/widowed 218 (3.8) 43 (3.5) 681 (12.5) 129 (10.2)

Never 809 (22.9) 316 (43.9) 783 (21.7) 293 (36.9)

Number of family members 0.126 0.260
Single 388 (8.2) 100 (10.1) 502 (9.1) 116 (10.4)

Two or more 4387 (91.8) 829 (89.9) 4170 (90.9) 868 (89.6)

Education level ＜0.001 ＜0.001
Elementary 591 (8.3) 87 (5.4) 936 (15.1) 122 (9.9)

Middle 466 (8.3) 77 (5.8) 473 (9.3) 84 (8.2)

High 1536 (34.4) 451 (53.9) 1514 (35.5) 437 (47.4)

College 2181 (49.0) 314 (34.8) 1747 (40.1) 341 (34.6)

Household income 0.538 0.130
1st quartile (lowest) 512 (8.3) 92 (9.1) 704 (13.2) 123 (12.1)

2nd quartile 864 (17.4) 180 (18.5) 873 (18.4) 195 (19.6)

3rd quartile 1050 (22.7) 216 (22.9) 947 (21.0) 225 (24.3)

4th quartile 1095 (24.6) 244 (25.6) 1030 (22.8) 209 (22.8)

5th quartile (highest) 1246 (27.0) 197 (23.9) 1106 (24.7) 230 (21.2)

Stress level 0.237 0.788
Low 3587 (73.7) 697 (75.8) 3281 (69.7) 680 (69.2)

High 1169 (26.3) 229 (24.2) 1375 (30.3) 301 (30.8)

Average work time per week 0.049 0.021
≤48 hr 2662 (65.5) 465 (62.0) 3700 (79.1) 816 (82.8)

≥49 hr 1283 (34.5) 308 (38.0) 972 (20.9) 168 (17.2)

Job type 0.692 0.006
Non manual 1922 (56.8) 332 (57.0) 2731 (72.4) 638 (77.7)

manual 1675 (41.4) 330 (43.0) 1273 (27.6) 193 (22.3)

Sleep quality 0.003 ＜0.001
Good 3595 (74.3) 646 (68.3) 2916 (61.3) 546 (54.2)

Poor 1177 (25.7) 283 (31.7) 1748 (38.7) 438 (45.8)

High risk drinking‡ ＜0.001 0.002
Moderate 3684 (76.4) 753 (82.1) 4373 (93.2) 880 (89.4)

High risk 1073 (23.6) 173 (17.9) 285 (6.8) 100 (10.6)

Drinking amount at 1 time 0.475 ＜0.001
＜7 or 5 (female) cups 2976 (59.1) 575 (60.5) 3823 (79.0) 734 (71.0)

≥7 or 5 (female) cups 1781 (40.9) 351 (39.5) 835 (21.0) 246 (29.0)

Drinking frequency per week 0.006 0.018
＜2 times 2911 (61.7) 606 (67.4) 4033 (86.0) 811 (82.2)

≥2 times 1846 (38.3) 320 (32.6) 625 (14.0) 169 (17.8)

*Number (%); †p value was calculated based on complex sample design and weight; ‡Drinking more than twice a week with an 
average drinking amount of 7 cups or more (5 cups for women) p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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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연령의 경우 교대근무자

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t[496]=6.741, p＜0.001), 미혼의 

비율은 교대근무자에서 더 높았다(χ2 [2, n=5656]= 107.66, p＜ 

0.001). 근로시간은 주간근무자에서 더 높게 나타나 남성과 

반대되는 경향성을 보였으며(χ2 [1, n=5656]=7.28, p=0.021), 

비육체노동자의 비율은 교대근무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나 이 역시 남성 근로자와 다른 특성을 보였다(χ2 [1, n= 

5656]=10.75, p=0.006). 여성에서의 수면 질을 비교하였을 때 

주간근무자의 수면 질이 저하된 비율은 38.7%인 반면 교대

근무자에서는 45.8%로 수면 질이 저하된 비율이 더 크게 나

타났다(χ2 [1, n=5656]=18.59, p＜0.001). 여성에서의 음주 양

상을 살펴보면 교대근무자의 고위험음주 비율은 10.6%로 

6.8%인 주간근무자에 비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χ2 [1, n= 

5656]=17.78, p=0.002). 1회 음주량 비교 시 교대근무자에서 

평균 5잔 이상 섭취하는 비율이 29%인데 비해 주간근무자에

서는 21%로 교대근무자에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χ2 [1, 

n=5656]=0.687, p＜0.001). 음주빈도 비교 시 교대근무자의 

17.8%, 주간근무자의 14%에서 주 2회 의상 음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χ2 [1, n=5656]=7.53, p=0.018), 여성에서는 위

험음주, 음주량, 음주빈도 모두 교대근무자에서 더 높은 비

율을 보였다.

2. 교대근무와 수면 및 음주와의 관련성

Table 2에 교대근무자의 수면 질, 교대근무와 음주에 대한 

OR과 95% CI를 제시하였다. 보정되지 않은 로지스틱 회귀

모델에서 남성 교대근무자는 주간근무자에 비해 수면 질의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교란

변수가 포함된 이후의 로지스틱 회귀모델에서도 교대근무

자의 수면 질의 저하의 OR은 1.37 (95% CI=1.11-1.70)로 수

면 질의 저하가 여전히 나타났다. 여성근무자의 경우도 유

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보정되지 않은 로지스틱 회귀모델에

서 여성 교대근무자의 수면 질의 저하의 가능성이 더 높았

으며, 교란변수로 보정한 이후에도 교대근무자의 수면 질의 

저하의 OR은 1.26 (95% CI=1.05-1.50)로 여전히 유의하게 

나타났다. 

주간근무자와 교대근무자의 음주양상 차이를 비교하면, 

남성의 경우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 보정하지 않았을 때 교

대근무자에서 고위험음주 및 주 2회 이상 음주횟수의 위험

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구통계학적 요인 포함 시

에는 모든 음주관련 변수가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여성에서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보정되지 않았을 때는 교

대근무자에서 모든 음주관련 변수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포함시킬 경우 주 2회

이상 음주빈도의 위험성이 교대근무자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R=1.34, 95% CI=1.04-1.72). 

3. 매개분석 

로직스틱 회귀분석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인 교대근무와 

여성의 음주빈도에 수면이 매개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분석하

였다(Fig. 1). 수면 질을 매개변수로 Baron과 Kenny의 3단계 

매개효과 분석을 하였을 때 1단계에서 교대근무가 음주빈도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계수는 0.09로 유의하였으며, 2

단계인 교대근무가 매개변수인 수면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표준화계수는 0.11로 역시 유의하였다. 최종적으로 교대

근무와 수면 질이 동시에 음주횟수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교대근무의 표준화 계수는 0.08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Table 2. Odds ratios (95% CI) of poor sleep quality and alcohol consumption for shift work

Unadjusted OR Adjusted OR *
OR (95% CI) p value OR (95% CI) p value

Male 
Poor sleep quality 1.35 (1.11-1.64) 0.003 1.37 (1.11-1.70) 0.004
Alcohol consumption

High risk drinking 0.71 (0.57-0.88) ＜0.001 0.81 (0.63-1.04) 0.095
Amount at 1 time 0.94 (0.80-1.11) 0.475 0.87 (0.71-1.06) 0.164
Frequency per week 0.78 (0.65-0.93) 0.006 1.02 (0.82-1.26) 0.198

Female
Poor Sleep quality 1.34 (1.15-1.57) ＜0.001 1.26 (1.05-1.50) 0.013
Alcohol consumption

High risk drinking 1.62 (1.20-2.19) 0.002 1.31 (0.95-1.80) 0.098
Amount at 1 time 1.54 (1.28-1.84) ＜0.001 1.04 (0.83-1.30) 0.753
Frequency per week 1.33 (1.05-1.68) 0.018 1.34 (1.04-1.72) 0.024

*Adjusted for Age, marital status, number of family members, education level, household income, stress level, average work time 
per week, and job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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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의 표준화계수 0.09보다 감소한 값으로 수면 질이 교

대근무와 여성의 음주빈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

음을 의미한다. 

고       찰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교대근무자의 수면과 음주 특성을 

주간근무자와 비교하여 파악하고, 둘째, 교대근무와 음주의 

상관관계에서 수면양상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인구통계학적 요소를 보정한 후 

분석하였을 때 교대근무자는 주간근무자에 비해 수면 질이 

저하되어 있고 수면시간이 감소되어 있었다. 음주의 경우 성

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남성은 주간근무자와 교대

근무자에서 음주양상의 차이가 없었으나 여성은 교대근무

자에서 주당 음주 횟수가 더 많았다. 또한 수면양상의 매개

효과를 분석하였을 때 여성의 경우 교대근무와 음주 횟수의 

관계에서 수면 질 저하와 수면시간의 감소가 부분매개효과

를 나타내었다. 

교대근무가 수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선행연구에

서 비교적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많은 연구에서 교대근

무로 인한 수면 시간의 변화는 개인의 일주기 시스템과 충

돌을 일으키며 이는 수면 질과 수면시간에 문제를 야기한다

고 지적하고 있다.32-34) 

교대근무와 주관적인 수면 질과의 관련성은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는데, 선행연구에 따르면 새벽시간 대에 근무하

는 근로자의 경우 잠에서 깨는 것이 어렵고, 잠에서 깬 이후

에도 피로가 풀리지 않은 느낌을 호소하였다.35) 반면 밤시간 

대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입면 및 수면유지는 비교적 

이상이 없으나 일찍 깨는 증상을 주로 보고하였다.36)

교대근무와 수면시간에 관한 연구도 다수 이루어졌는데, 

주관적 보고를 토대로 한 메타연구에서는 밤근무자가 5시

간 51분의 가장 짧은 수면시간을 보였으며,37) 새벽근무자 및 

저녁근무자에서도 수면시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38,39) 

수면다원검사를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수면시간을 측정한 

몇몇 연구에서도 밤근무자에서 5-5.5시간, 새벽근무자에서 

5.5-6시간으로 수면시간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35,39)

교대근무가 수면에 미치는 메커니즘은 two-process model

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40) two-process model에 따르면 수면

에 대한 ‘항상성 압력’과 ‘일주기 경보 신호’의 두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하게 된다. 항상성 압력은 각성 시 증가하고 수면 

시 감소하게 되며 일주기 경보 신호는 시상하부에서 약 24.2

시간을 기준으로 작동한다. 생리학적으로 교대근무는 내재

적인 수면/각성 주기와 충돌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교대근

무자의 일부는 수면과 각성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41)

이 연구에서도 교대근무자는 주간근무자에 비해 수면 질

이 저하되어있어, 앞서 제시한 여러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

과를 나타내었다. 나이, 소득, 학력 등의 인구통계학적 요인, 

근로시간, 직업종류 등의 직업적 요인을 보정한 이후에도 

동일한 경향성을 나타냈으며, 이는 근무 시간대의 차이로 

인한 생리학적 요인이 수면양상에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음

을 시사한다.

또한 교대근무가 음주량 및 음주횟수와 정적인 상관관계

를 나타내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21-23) 이러한 

결과를 설명하는 가설로써 교대근무가 수면장애를 유발하

고 이를 대처하기 위한 대처전략으로 음주를 한다는 것이 

가장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다.19,20) 알코올은 수면 질을 개선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수면위생 개선, 약물 복용 등)에 비해 

접근성이 매우 좋은 편이며, 알코올이 수면이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술

을 마시고 잠이 들어본 개인적인 경험 역시 수면장애의 대

처방법으로 음주를 선택하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초

기에는 음주가 수면유도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곧 수

면유도 효과에 내성이 생기게 되고, 이는 더 많은 양의 음주

를 초래하는 악순환을 일으킨다.42) 급성, 만성 음주는 수면 

Sleep quality

Shift work

Shift work

Alcohol consumption 
(Frequency per week)

Alcohol consumption 
(Frequency per week)

0.08 (p=0.035)

0.09 (p=0.024)

0.11* (p=0.013) 0.11 (p＜0.001)

Fig. 1. Mediation model showing 
that the effect of female shift work 
on drinking frequency is mediated 
by sleep quality. *Standardized co-
efficient.



The Effect of the Shift Work on Drinking and Sleep ▒ H Jeong, et al.

http://www.psychosomatics.or.kr  117  

패턴을 무너뜨리며, 불면을 대처하기 위한 자가약으로 사용

시 불면증상을 도리어 악화시킨다.22) 

반면 Kneginja 등의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에 따르면 교

대근무와 수면장애를 연구한 14개의 연구 중 3개의 연구에

서는 교대근무와 음주량 및 음주횟수 간에 상관관계가 없

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교대근무 여부가 아닌 긴 근

무시간이 음주를 유발한다는 연구가 있으며43) 평균적인 음

주량은 차이가 없으나 폭음 등 음주 패턴의 변화가 나타났

다는 점에 주목하는 연구도 있었다.44) 교대근무로 인한 불규

칙한 생활시간이 사회활동 참여를 어렵게 하여 도리어 음주

량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20) 또한 알코올의 구매가 

비교적 어렵고 수면유도를 위한 사용이 사회적으로 용인되

지 않는 국가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교대근무와 음주의 관

련성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45)

이 연구의 결과에서는 남성의 경우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보정하여 분석하였을 때 교대근무가 위험음주, 음주량 및 

음주횟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교대근무가 수면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음주양상에 유의한 변화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첫째, 음주를 유발하는 요인을 고려

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음주를 하는 주된 목적은 직장

동료, 지인과의 만남과 같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

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46) 이는 미국, 캐나다, 스위스 등의 

국가에서 사회적 동기가 음주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이다.47) 여기에 더해 남성은 술을 마셔야 사회생

활을 잘 할 수 있다는 사회적 기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국 남성 직장인의 음주동기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적 목적으

로 인한 음주동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48) 다른 연

구에서는 직장 및 사회생활의 일환으로 음주를 한다는 응답

이 가장 많았다.49) 반면 교대근무는 일주기 리듬을 변화시키

고 사회활동의 기회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0) 교대근무가 직장 내 회식을 비롯한 사교음주의 기회

를 줄인다고 가정한다면 남성이 교대근무로 인한 음주량 증

가가 나타나지 않는 점을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요인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음주량이 많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연간 6.4 L의 음주량이 보고되고 있는 반면 우리

나라의 음주량은 10.2 L로 최상위권에 속한다. 알코올의존

의 비율 역시 5.5%로 서태평양지역의 2.3%에 비해 매우 높

은 수준이다.51) 또한 우리나라 남성은 여성에 비해 음주량 및 

문제음주의 비율이 높으며, 아직까지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큰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52,53) 이처

럼 우리나라 남성은 이미 음주량이 많이 때문에 수면조절을 

위한 음주량의 증가 효과가 비교적 미미하거나 유의하지 않

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여성의 경우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보정하여 분석하였을 

때 교대근무가 수면 질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위험음주 및 

1회 음주량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나 음주횟수를 유의하

게 증가시켰다. 이는 교대근무자에서 음주량보다는 음주 횟

수가 증가한 이전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수면유도를 위

한 음주가 기타목적의 음주에 비해 폭음비율이 특별히 높지 

않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22,23) 또

한 매개분석 결과, 수면 질은 교대근무로 인한 음주횟수의 

증가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는 교대근

무가 음주에 미치는 직접효과뿐만 아니라 수면을 악화시켜 

음주를 초래하는 간접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는 교대근무로 인한 불면증상이 음주량을 증가시킨다는 기

존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여성에서 남성과 다른 결과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첫째, 

여성이 직장에서의 사교음주 및 사회생활과 관련한 음주에

서 남성에 비해 비교적 자유로운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남성과 여성의 음주동기를 비

교한 연구에서 여성은 외부의 사회적 압력에 순응하여 음주

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순응적 동기(conformity motive)가 

낮은 반면, 정신적 어려움을 대처하기 위한 대처 동기(cop-

ing motive)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4) 또한 우리나라 남성

이 직장동료와 함께, 혹은 업무의 일환으로 음주를 하는 것

이 비해 여성은 친구와 함께 음주를 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직장 내 음주 문화에 대해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욱 부

정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55) 이 결과에 대해 여성이 

회식 등 집단 문화에 의한 음주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

으며 좀 더 개인적인 심리적, 신체적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음주를 하는 경향이 더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

은 매개분석에서 여성에서만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 장애를 

대처하기 위해 음주횟수가 증가한 결과를 뒷받침한다. 

둘째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의 어

려움을 더 크게 겪는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복잡한 일주기 및 호르몬 주기로 인해 생리적

으로 교대근무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56,57) 

또한 집안일, 육아 등과 같이 가정과 관련한 과업으로 인해 

교대근무로 변화된 수면주기에 적응하기 더 어려운 조건에 

있다.58,59) 이 연구에서 교대근무로 인해 수면 질은 남성에서 

더 악화되었으나 수면 시간은 여성에서 더 짧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의 어려움이 여성에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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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작용한다면 이를 대처하기 위한 음주량의 증가 역시 

여성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단면연구이기 때문에 교대근무와 음주, 수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데 근본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

한 교란요인을 보정하였으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결정요인들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진다. 다른 

한편 수면, 음주와 관련된 변수를 측정하는데 있어 자가보

고에 의존하여 수면 및 음주량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양한 교대근무의 형태를 반영하지 못하여 2교대, 3교대 

등 교대근무 형태에 따른 차이점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교대근무와 음주, 

수면의 관계를 매개요인으로 분석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미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음주를 

더하게 되는 경우 일의 수행과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으며, 음주와 수면의 복합작용은 각자 단독으로 작

용하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60,61) 이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교대근무자를 고용하는 직장에서

는 근로자들의 수면여건을 고려한 교대근무 스케줄을 계획

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면 및 음주교육이 건강증진사업의 일

환으로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성이 

수면장애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음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

은 점을 고려할 때, 여성 교대근무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중재방안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교대근무가 수면과 

음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향적 연구 및 교대근무의 횟

수와 형태 등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교대근무자의 정신보건을 개선할 방안을 제시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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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연구목적

이전 연구에 따르면 교대근무는 인간의 자연적인 일주기 리듬에 적응하기 어렵게 만들어 각종 건강문제를 일

으킨다. 특히 교대근무자는 근무 일정과 연관된 수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알코올을 수면유도를 

위한 자가약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까지 교대근무와 수면 및 음주와의 관련성에 관한 명확한 기전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교대근무와 수면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교대근무로 인

한 수면의 변화가 음주를 유발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방  법

이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제7기 자료 중 2014, 2016, 2018년도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11360명

(남성 5704명, 여성 5656명)을 연구대상인원으로 포함시켰다. 6 am-6 pm사이의 근무형태를 주간근무, 이외의 

근무형태를 교대근무로 정의하였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교대근무와 수면의 질, 교대근무와 고위험

음주, 음주량 및 음주 횟수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매개분석을 통하여 수면이 교대근무와 음주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결  과

교대근무는 남성과 여성에서 수면 질과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다(남성 OR=1.37, 95% CI=1.11-1.70, 여성 

OR=1.26, 95% CI=1.05-1.50). 교대근무와 음주와의 관계에서는 남성의 경우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

나, 여성의 경우 교대근무와 음주횟수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OR=1.34, 95% CI=1.04-1.72). 매개분석 

시행 시 여성의 수면 질은 교대근무와 음주횟수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이 연구의 결과는 교대근무가 수면의 어려움을 유발하며, 여성의 경우에서는 수면의 부분매개효과를 통해 

음주를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성이 수면장애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음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여성 교대근무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중재방안이 마련된 필요가 있다.

중심 단어：교대근무; 음주; 수면; 국민건강영양조사; 매개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