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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울증은 정신적인 질병중 하나로써 슬픔, 분노, 공

허감 등의 인지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질병으로 자살과

연관성이 높은 질병이며, 국내에서 우울증 유병율이 증

가함에 따라 매우 심각히 고려되어야 하는 질병이다

*정회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단독저자)
한국한의학연구원 미래의학부 책임연구원, 충북대학교
전자계산학과 박사졸업
접수일 : 2020년 09월 10일, 수정완료일: 2020년 09월 23일
게재확정일: 2020년 10월 03일

Received:September 10, 2020 / Revised: September 23, 2020
Accepted: October 03, 2020
*Corresponding Author: bjlee@kiom.re.kr
Future Medicine Division,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Korea

단순노무종사자 직업군에서의 우울증 위험요인 연구

Study of depression risk factors in simple labor occupation group

이범주*

Bum Ju Lee*

요 약 우울증은 전 세계적으로 유병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혈압과 같은 여러 질병들뿐만 아니라 사망률과도 연관성

이 높은 질병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 성인 중 단순노무종사자 직업군에서 우울증과 연관성이 있는 임상학적

위험지표를 발굴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위한 데이터로는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7기 (2016-2018) 데이

터가 사용되었다. 우울증과 인구학적 정보와의 연관성에서는 나이, 성별, 스트레스 인지정도, 스트레스 인지율 지표들

이 우울증과 매우 높은 통계적 연관성이 나타났고, 교육과 결혼유무도 우울증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

부둘레 및 체질량지수와 같은 비만 지표들은 우울증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정보 중 hemoglobin과

hematocrit은 우울증과 연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과 나이로 보정한 분석에서도 통계적 유의성이

유지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단순노무종사자 직업군의 우울증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정보로 활용가능할 것이다.

주요어 : 우울증, 인체계측정보, 생화학적 지표, 인구학적 정보, 단순노무

Abstract Depression is a disease with an increasing prevalence worldwide, and is highly associated with 
mortality as well as several diseases such as hypertension.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clinical risk 
indicators associated with depression in the occupational group of simple labor workers. This study used the 
Seventh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6-2018) conducted by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In association between depression and demographic information, age, sex, 
degree of stress perception, and stress perception ratio indices had a very high statistical association with 
depression, and education level and marital status were also associated with depression. Obesity indices such as 
abdominal circumference and body mass index were not associated with depression. Among the blood 
information, hemoglobin and hematocrit were highly associated with depression, and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maintained even in the analysis adjusted for sex and ag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information 
for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depression in the occupational group of simple labor worker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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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분석에 따르면 우울

증은 전 세계적으로 질병 부담률이 높고, 사회 경제적

으로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향후 2030년에는 선

진국 수준에서 질병 부담 1위로 나타날 것을 예측하였

다 [2] [3].

우울증은 의학적 환자들중에서 사망률과 연관성 높

으며 [4], 현재까지 밝혀진 우울증과 연관성이 높은 지

표 또는 질병으로는 면역력, 위장장애, 수면장애, 허리

통증, 식욕장애, 피로, 고혈압, 심혈관질환, 뇌졸중, 심근

경색, 당뇨, 복부비만, 염증, 백혈구 수치 등의 혈액정보

등이 있다 [5-10]. 특히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에서는 식

욕증가, 불안장애, 체중증가, 신체적 불만 등이 더 높게

나타나고, 노인에서는 사별, 수면장애, 여성 성별 등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제시되고 [9], 백인 중년나이에서는

고혈압 및 고혈압 발병과 연관성이 높다고 밝혀졌다

[10].

최근 국내 사회는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함으로

인하여 직장업무에 따라 경쟁 및 업무 강도 등으로 인

한 스트레스 등이 우울증의 요인이 될수 있다 [3]. 이러

한 직무 또는 직업별로 스트레스 및 우울증 요인이 다

를 수 있으므로 [3], 국내에서도 다양한 직업군별, 나이

및 성별에 따른 우울증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1] [3]

[11-13].

본 연구에서는 단순노무종사자 직군에 해당하는 국

내 성인을 대상으로 인구학적 정보 및 혈액정보 등에

해당하는 임상 지표들과 우울증사이에서의 연관성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우울증의 위험요인을 발견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내 단순노무종사

자 직군에서 우울증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임상정보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측한다.

Ⅱ. 메소드

1. 분석데이터 및 우울증

본 연구에서는 우울증의 위험요인을 도출하기 위한

데이터로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7기

(2016-2018년)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7기 데이터는 국

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중에서 가장 최근의 데이터로써,

이러한 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연구를 위하여 한국한의

학연구원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획득하였다

(IRB No. I-2007/006-003). 또한 본 데이터는 질병관리

본부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획득하고 수집되었

다 (No. 2018-01-03-P-A).

본 실험에서는 한국인 성인 남녀(19-80세)를 대상으

로 수행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 7기 데이터에서 단순

노무종사자 직업군의 총 샘플 수는 1530이다. 이러한

샘플들에서 우울증 진단 누락 샘플, 스트레스 인지, 혈

액 정보, 그리고 키 및 몸무게와 같이 분석에 사용되는

여러 인구학적 정보 값들을 포함하지 않은 샘플들은 분

석에서 제외하였고, 최종적으로 1436 샘플들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샘플선별과정은 그림 1에 구체적으

로 기술되었다.

우울증군과 정상군의 분류에 있어서, 임상의사로부

터 우울증 진단을 받은 피험자는 우울증군에 속하고 진

단을 받은 적이 없는 피험자는 정상군으로 분류하였다.

2. 측정 변수 및 수집

본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크게 3가지 타입으로 구성

된다. 몸무게, 복부둘레,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등과 같은 인체계측정보들과, 나이, 성별, 직업,

교육, 개인소득 등의 인구학적 정보, 그리고 cholesterol

및 triglyceride 등의 혈액정보로 구성된다. Total

그림 1. 샘플 선별 프로시져 (SBP: systolic BP, HB: hemoglobin)
Figure 1. Sample selec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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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lesterol 및 hemoglobin 등의 혈액 분석은 Hitachi

Automatic Analyzer 7600-210(Hitachi / JAPAN)와

XN-9000(sysmex/Japan)을 이용하였다.

3. 통계분석

모든 데이터 분석은 IBM SPSS 23 (SPSS Inc.,

Chicago, IL, US)에서 수행되었다. 우울증과 인체계측,

인구학적 정보 및 생화학적 정보사이의 연관성을 파악

하기 위하여, 범주형 변수들은 Chi-squared test를 이용

하여 분석되어졌고 결과값으로 p-value를 제시하였다.

연속형 변수들은 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되었고 p-value와 odds ratio (OR)을 제시하였으며,

연속형 변수의 보정분석에서는 나이와 성별이 보정변

수로 사용되어졌고 adjusted p-value (adj. p)와

adjusted OR (adj. OR) 값을 제시하였다.

Ⅲ. 결과

표 1은 우울증과 인구학적 정보들과의 연관성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단순노무종사자 직업군에서 성별 (p

= <0.001), 스트레스 인지정도 (p = <0.001), 스트레스

인지율 (p = <0.001) 변수들이 우울증과 매우 높은 연

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 (p = 0.011)과

결혼유무 (p = 0.04)도 우울증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거주 여부 (p = 0.386), 아파트거주 여부

(p = 0.129), 주택소유 여부 (p = 0.641)등은 우울증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는 우울증과 인체계측 및 혈액정보와의 연관성

분석결과를 나타낸다. 기본적으로, 나이는 우울증과 연

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p = 0.04, odds ratio

(OR) = 1.312 [confidence interval 1.013-1.701]), 주중

또는 주말 하루 평균 수면시간 및 기족구성원 수는 우

울증과 연관성이 없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체계측 정보에서 키는 우울증과 매우 높은 연관성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p = 0.001, OR = 0.663

[0.517-0.849]), 이러한 연관성은 나이와 성별로 보정한

분석에서는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dj. p = 0.513,

adj. OR = 1.136 [0.775-1.666]). SBP, DBP, 몸무게, 복

부둘레, BMI는 crude 및 보정분석 모두에서 우울증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정보들에서, hemoglobin과 hematocrit은 우울증

표 1. 인구학적 정보와 우울증과의 연관성 분석결과
Table 2. Results of association between depression and demographic factors
인구학적 정보 변수명 정상군 우울증군 p
도시거주 여부 동 1067 (74.3) 54 (3.8) 0.386

읍/면 296 (20.6) 19 (1.3)
아파트거주 여부 아파트 754 (52.5) 47 (3.3) 0.129

일반주택 609 (42.4) 26 (1.8)
성별 남성 540 (37.6) 10 (0.7) <0.001

여성 823 (57.3) 63 (4.4)
개인소득 (4분위수) 하 413 (28.8) 35 (2.4) 0.017

중하 387 (26.9) 16 (1.1)
중상 351 (24.4) 13 (0.9)
상 212 (14.8) 9 (0.6)

교육 초졸이하 505 (35.2) 40 (2.8) 0.011
중졸 238 (16.6) 11 (0.8)
고졸 479 (33.4) 20 (1.4)
대졸이상 141 (9.8) 2 (0.1)

주택소유여부 아니오 456 (31.8) 26 (1.8) 0.641
1채 소유 768 (53.5) 42 (2.9)

2채 이상 소유 139 (9.7) 5 (0.3)
결혼유무 기혼 1226 (85.4) 71 (4.9) 0.04

미혼 137 (9.5) 2 (0.1)
스트레스 인지정도 대단히 받음 48 (3.3) 9 (0.6) <0.001

많이 받음 247 (17.2) 28 (1.9)
조금 받음 782 (54.5) 30 (2.1)

거의 받지 않음 286 (19.9) 6 (0.4)
스트래스인지율 적게 느낌 1068 (74.4) 36 (2.5) <0.001

많이 느낌 295 (20.5) 37 (2.6)
* 본 범주형 데이터 분석은 Chi-squared test를 이용하였음. 정상군과 우울증군은 빈도수 (%)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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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p = <0.001,

OR = 0.601 [0.476-0.758]; p = <0.001, OR = 0.577

[0.453-0.736]), 이러한 연관성은 보정 분석에서도 통계

적 유의성이 유지되었다 (adj. p = 0.03, adj. OR =

0.729 [0.549-0.97]; adj. p = 0.019, adj. OR = 0.708

[0.531-0.945]). Cholesterol과 RBC (red blood cell)는

우울증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p = 0.022,

OR = 1.306 [1.039-1.642]; p = 0.001, OR = 0.631

[0.484-0.822]), 보정분석에서는 이러한 연관성이 나타나

지 않았다 (adj. p = 0.109, adj. OR = 1.205

[0.959-1.515]; adj. p = 0.139, adj. OR = 0.804

[0.603-1.073]). 또한 creatine은 crude 분석에서는 우울

증과의 연관성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p = 0.064, OR = 1.202 [0.989-1.46]), 나이 및

성별 변수로 보정한 분석에서는 우울증과 연관성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adj. p = 0.018, adj. OR = 1.284

[1.045-1.579]).

Ⅳ. 토론

우울증은 다양한 질병 및 임상학적 요인들과 연관

성이 높은 질병이다. 현재까지 우울증과 연관성이 있는

질병 및 지표들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졌다.

우울증 및 우울증 증상은 면역력과 연관성이 있으며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에서 심각도가 높고, 식욕증가, 불

안장애, 체중증가 및 체형장애, 신체적 불만, 대인관계

민감도가 높다 [6]. 남성의 우울증 위험요인으로는 여성

에 비해 음주와 약물남용이 많다 [14] [15]. 또한 우울

증이 있는 남자는 당뇨,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이 우

울증이 없는 사람에 비하여 자주 발생한다 [8]. 우울증

환자들에서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으로는 애매모호한

통증, 위장장애, 만성관절통증, 수면장애, 허리통증, 식

욕장애, 피로 등이 있다 [5].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우

울증의 위험요인을 도출한 연구에서는 새로운 의학적

질병, 건강상태 불량, 이전 우울증 경력, 사별, 수면장애,

표 2. 인체계측 및 혈액정보와 우울증과의 연관성 분석결과
Table 2. Results of association between depression and anthropometric and biochemical indices
분야별 변수명 (단위) 정상군 우울증군 p OR adj. p adj. OR

나이 (y) 57.68 (14.3) 61.21 (12.83) 0.04 1.312 (1.013-1.701)
가족구성원수 (n) 2.666 (1.227) 2.575 (1.508) 0.543 0.928 (0.73-1.18) 0.747 1.042 (0.81-1.341)

수면
주중하루평균수면시간

(분)
416.2 (85.75) 418.4 (85.44) 0.836 1.025 (0.81-1.298) 0.92 0.988 (0.78-1.252)

주말하루평균수면시간
(분)

452.5 (93.25) 442.3 (103.9) 0.365 0.897 (0.708-1.136) 0.616 0.939 (0.735-1.2)

인체계측 SBP (mmHg) 123.4 (17.08) 125.4 (16.4) 0.337 1.119 (0.889-1.409) 0.687 1.051 (0.825-1.34)
DBP (mmHg) 75.65 (9.976) 77.19 (9.843) 0.198 1.165 (0.923-1.469) 0.058 1.26 (0.992-1.602)
키 (cm) 160.2 (8.995) 156.6 (7.119) 0.001 0.663 (0.517-0.849) 0.513 1.136 (0.775-1.666)
몸무게 (kg) 62.28 (11.43) 60.27 (10.28) 0.146 0.83 (0.646-1.067) 0.36 1.14 (0.861-1.508)
복부둘레 (cm) 83.16 (9.43) 83.72 (9.156) 0.615 1.062 (0.84-1.342) 0.224 1.164 (0.911-1.486)
BMI (kg/m2) 24.19 (3.374) 24.53 (3.603) 0.495 1.084 (0.861-1.364) 0.538 1.077 (0.851-1.363)

혈액정보 Glucose (mg/dL) 103.9 (26.67) 103.7 (29.9) 0.961 0.994 (0.784-1.261) 0.97 0.995 (0.78-1.27)
Cholesterol (mg/dL) 193.7 (37.11) 204.1 (45.31) 0.022 1.306 (1.039-1.642) 0.109 1.205 (0.959-1.515)
HDL cholesterol
(mg/dL)

51.58 (12.89) 52.35 (13.63) 0.605 1.063 (0.844-1.337) 0.945 1.008 (0.792-1.284)

Triglyceride (mg/dL) 134.1 (113.5) 138.6 (112.8) 0.74 1.035 (0.843-1.272) 0.548 1.06 (0.877-1.28)
AST (IU/L) 23.76 (10.88) 23.29 (8.569) 0.712 0.953 (0.736-1.234) 0.984 1.003 (0.769-1.307)
ALT (IU/L) 22.08 (16.29) 19.48 (9.711) 0.167 0.78 (0.548-1.11) 0.486 0.885 (0.627-1.248)

Hemoglobin (g/dL) 13.89 (1.48) 13.11 (1.554) <0.001 0.601 (0.476-0.758) 0.03 0.729 (0.549-0.97)
Hematocrit (%) 42.41 (4.127) 40.19 (4.568) <0.001 0.577 (0.453-0.736) 0.019 0.708 (0.531-0.945)
BUN (mg/dL) 15.55 (4.569) 16.1 (6.23) 0.327 1.113 (0.898-1.379) 0.553 1.074 (0.849-1.359)
Creatine (mg/dL) 0.793 (0.195) 0.791 (0.249) 0.064 1.202 (0.989-1.46) 0.018 1.284 (1.045-1.579)
WBC (Thous/uL) 6.122 (1.733) 6.35 (1.919) 0.395 1.101 (0.882-1.374) 0.054 1.245 (0.996-1.556)
RBC (Mil/uL) 4.532 (0.479) 4.302 (0.525) 0.001 0.631 (0.484-0.822) 0.139 0.804 (0.603-1.073)

Platelet (Thous/uL) 258.2 (63.58) 259.6 (59.32) 0.849 1.023 (0.809-1.293) 0.978 0.997 (0.783-1.268)
* 본 연속형 데이터 분석은 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보정 분성에서는 나이와 성별이 보정변수로 사용됨.
* 정상군과 우울증군은 평균(표준편차)로 표기됨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BMI: body mass index,
HDL: high-density lipoprotein,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BUN: blood urea nitrogen, WBC:
white blood cell, RBC: red blood cell, adj.: adjusted, OR: odds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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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성별이 우울증의 위험요인이라고 제시하였다 [9].

백인 중년나이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높은 불안

및 우울증은 고혈압의 독립적인 위험인자이며, 흑인 청

년과 중년에서도 높은 불안과 우울증이 독립적인 고혈

압 위험 인자로 나타났으며, 불안과 우울증은 추후 고

혈압 발병과 치료의 예측자 인 것을 밝혀내었다 [10].

또한 심혈관질환과 우울증사이에서는 상호간 양방향

적인 연관성이 있다 [8]. 우울증 증상을 가진 환자는 우

울증 진단을 받지 않더라도 심장질환 사망률이 높고 우

울증 진단을 받은 경우 매우 높은 사망률을 나타낸다

[8]. 우울증, 스트레스, 트라우마 등은 당뇨병과 연관성

이 있으며. 높은 스트레스 경험은 혈당조절을 어렵게

하고 당뇨 합병증에 영향을 미친다 [16]. 아울러 우울증

및 만성 스트레스는 복부비만을 이끌어내는 시상하부-

뇌하수체-부신에 영향을 미친다 [16] [17]. 또 다른 연

구들 중에서, Beydoun et al. [6]은 다양한 인종 및 사

회경제적 측면에서 도시 성인을 대상으로 염증과 우울

증 증상의 연관성을 분석하였고, 이러한 분석 결과로

white blood cell 수 및 퍼센트는 여성에서 우울증 증상

과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Dogan et al.

[7]은 혈액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우울증과 혈액지표들

과의 연관성 연구를 수행하였고, 높은 우울증 수준과

낮은 레벨의 hemoglobin 및 albumin 사이에는 통계적

연관성이 있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들 [8,

18, 19]에서는 교감 신경계 활성화와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에 방출되는 카테콜아민(catecholamine)에 기인하

여 스트레스성 혈액농도(stress-hemoconcentration) 및

스트레스성 적혈구 증가(stress polycythemia) 등이 우

울증 환자에서 주로 발생하고, 이러한 현상에 따라

hematocrit이 상승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Pinto et al.

[20]의 연구에서는 platelet 응집 억제(aggregation

inhibition)가 우울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

고, 우울증 환자에서는 혈소판 활성화 및 반응성이 증

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21].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결과의 비교에서, 비만과 우울

증이 연관성이 있다고 제시한 선행연구들 [14-17]과 비

교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울증과 비만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부둘레, 몸무게, BMI는 비만을 대

표하는 지표로 널리 사용되며 고혈압 및 당뇨 등과 같

은 만성질환과 매우 연관성이 높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이러한 비만 관련 지표들은 우울증과 연관성이 없는 것

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우울증과 hematocrit이 연관성

이 있다고 제시한 선행연구들 [8] [18] [19]과 본 연구의

결과의 결과는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hemoglobin과 hematocrit의 수치는 우울증과 연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성인들 중 단순노무종사자 직

군에서 우울증과 인구학적 및 혈액정보사이에서의 연

관성 분석을 통하여 우울증의 위험 요인들을 도출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나이, 스트레스 인지정도, 교

육, 결혼유무, hemoglobin과 hematocrit 등이 우울증과

연관성이 있는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는 향후 단순노무종사자 직군에 대한 우울증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정보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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