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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f biochemical factors and stress in Korean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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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트레스는 건강에 대한 매우 일반적인 위험요소이며 내분비선 및 면역체계와 연관성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스트레스와 생화학적 요인에 대한 연관성 연구는 일부 진행되었으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스트레스와 생화학적 인덱

스사이에서의 연관성관련 연구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성인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인구학적 정

보 및 생화학적 인덱스에 대한 연관성을 분석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위험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데이터 분석을 위해

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여 스트레스군과 정상군을 분석하였다. 남녀 모두에서 나이와 주중 하루평균 수

면시간이 스트레스와 연관성이 매우 높았고, 우울증 점수(Patient Health Questionnaire-9)도 스트레스와 매우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여성에서는 백혈구 수치가 스트레스와 매우 연관성이 높았고, 남성에서는 적혈구 수치가 스트

레스와 유의성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스트레스 예방 및 국민건강에 기여할 것이다.

주요어 : 스트레스, 생화학적 요인, 스트레스 위험요인, 연관성

Abstract Stress is a common risk factor for health and is associated with the endocrine gland and immune 
system. Studies on the association between stress and biochemical factors have been conducted worldwide, but 
studies on the association have been rare in South Korea. Therefore,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relationship of stress with demographic information and biochemical factors for domestic adults and derive risk 
factors for stress. For data analysis, stress and normal groups were analyzed using binary logistic regression. In 
both men and women, age and average daily sleep time during the weekday were highly associated with stress, 
and the depression score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was also highly related with stress. In women, white 
blood cell levels were highly associated with stress, and in men, red blood cell levels were highly related with 
stress. These findings will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of stress and the national health in the future.

Key words :  Stress, Biochemical factors, Stress risk factors, Association 

mailto:bjlee@kiom.re.kr


Study of biochemical factors and stress in Korean Adults

- 32 -

Ⅰ. 서 론

스트레스는매우일반적이고통제가능한위험요소들

중하나이며, 내분비선, 면역체계등과연관되어있다 [1,

2]. 오랫동안 지속되는 스트레스는 불면증, 혈압, 면역결

핍 등으로 발전하고 인간 수명의 단축으로 이어질수 있

으며, 지질의 혈액레벨에 영향을 줄수 있다 [1].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스트레스, 우울증, 분노장애와

연관된 생리지표 및 혈액지표 등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

되어져 왔다. 스트레스와 우울증은 WBC(white blood

cell, leukocyte)를 증가시키고, 림프구 수를 감소시킨다

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어졌고 [3], 우울증과 불안장애

(anxiety disorders)는 높은 WBC 레벨과의 연관성이 남

성에서만 존재하고, 우울증은 RBC (red blood cell)와

negative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4]. 또 다른 유사

연구에서는 분노상태와 WBC count와의 연관성이 여성

에서만존재하며, 남성에서는존재하지않는다고언급하

였다 [5].

현재까지 국내에서도 스트레스에 대하여 직업군, 나

이, 학교생활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져 왔

으나 [6-9], 스트레스와 생화학적 인덱스와의 연관성에

대한연구는거의없는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성인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생화학적 인덱스와

의연관성을밝히고스트레스에연관성이높은인덱스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스트레스에 대

한 국민건강에 기여할 것이다.

Ⅱ. 메소드

1. 데이터 셋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7

기 데이터중 가장 최신의 자료인 2018년도 샘플을 사용

하였으며, 본 데이터는 질병관리본부 연구윤리심의위원

회 승인을 받아 수행된 데이터이다 (승인번호

2018-01-03-P-A). 대상자는총 7992명이며, 이중에서스

트레스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샘플(소인, 무응답 등)을 제

거하였다. 또한, 미성년 및 수입, 교육, 혈압, 음주여부,

키, 몸무게, 복부둘레, 혈액정보등이없는샘플들을제외

하였고, 최종적으로 5061명의 샘플이 본 연구에 사용되

었다.

2. 스트레스 정의 및 분석 변수

스트레스군/정상군에 대한 분류는 국민건강영양조

사 데이터 항목중 평소 스트레스 인지 정도와 스트레스

인지율 두가지 변수를 이용하여 그룹화 하였다. 평소 스

트레스 인지정도 항목에서 대단히 많이 느끼거나, 많이

느끼는편이라고응답한피험자는스트레스군으로, 조금

느끼거나거의느끼지않는다고응답한피험자는정상군

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스트레스 인지율 항목에서 스트

레스를 적게 느끼는 그룹은 정상군에, 그리고 스트레스

를 많이 느끼는 그룹은 스트레스 그룹으로 지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위의 두가지 항목 모두 만족하는 샘플은 스

트레스군으로 지정하였고, 그 외 그룹은 정상군으로 그

룹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 중 우울증 항목

의 점수 도출에서는 우울증 진단도구인 우울증선별도구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를 이용하여

계산된 피험자들의 총 PHQ 점수를 사용하였다. 음주는

월 1회미만은비음주자로, 월 1회 이상은음주자로분류

하였고, 흡연은 과거에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는 경우

비흡연자, 매일피우거나 가끔피우는 피험자는 흡연자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인구학적 정보 및

혈액정보들에 대한 내용은표 1에 기술되었고, 인구학적

및 생화학적 인덱스의 단위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

료 이용지침서에 자세히 기술되어져 있다.

3.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데이터 분석을 위해 SPSS version 23

툴을 이용하였다. 남녀 차이에 대한 유의성 분석에서는

독립표본 t-test가 사용되어졌고, 스트레스군과정상군에

대한유의성분석에서는 binary logistic regression이 사

용되어졌다. 유의성 분석결과의 제시를 위해 p-value와

odds ratio (OR)값을 제시하였고, 교란요인들에 대한 보

정분석을 통하여 adjusted p-value, adjusted OR을 제시

하였다. 이러한 보정분석에 사용된 변수로는 나이, 수입,

교육정도, 직업, 가족구성원수, 세대수, 주택종류, 결혼유

무, 음주, 흡연이 사용되어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표 2

와 3에 기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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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험결과

표 2는 남성에서 스트레스군과 정상군사이의 연관성

분석결과를 나타낸다. 인구학적 변수들 중에서 스트레

스와 연관성이 매우 높은 변수는 나이로써, 나이가 낮

을수록 스트레스군에 속할 위험이 높았다 (p = <0.001,

OR = 0.68 [0.62-0.75]). 가족구성원 수 (p = 0.008, OR

= 1.14 [1.03-1.25]), 주중 하루평균 수면시간 (p = 0.001,

OR = 0.86 [0.78-0.94])도 스트레스와 매우 연관성이 높

았고, 주중 하루평균 수면시간은 나이, 수입, 교육정도,

직업, 가족구성원수, 세대수, 주택종류, 결혼유무, 음주,

및 흡연으로 보정후 분석결과에서도 스트레스와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adjusted p = 0.014, adjusted OR =

0.88 [0.8-0.97]). 주말 하루평균 수면시간은 crude 분석

에서는 스트레스와 유의성이 없었으나, 보정 후 분석에

서는 스트레스와 유의성이 나타났다 (adjusted p =

0.025, adjusted OR = 0.89 [0.81-0.99]). 키 (p = <0.001,

OR = 1.28 [1.16-1.41])와 몸무게 (p = <0.001, OR = 1.2

[1.09-1.32])에서도 스트레스와 연관성이 나타났으나, 이

러한 연관성은 보정후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혈액

정보에서는 cholesterol (p = 0.004, OR = 1.15

[1.05-1.26]), hemoglobin (p = <0.001, OR = 1.26

[1.14-1.39]), hematocrit (p = <0.001, OR = 1.24

[1.13-1.37]), BUN (p = <0.001, OR = 0.79 [0.71-0.87]),

RBC (p = <0.001, OR = 1.28 [1.16-1.41]), Platelet (p =

0.024, OR = 1.11 [1.01-1.23])가 스트레스와 연관성이

나타났으나, 보정후에는 RBC만이 유의성이 남아있었다

(adjusted p = 0.02, adjusted OR = 1.14 [1.02-1.27]).

Systolic blood pressure (p = 0.012, OR = 0.88

[0.8-0.97])와 Diastolic blood pressure (p = 0.017, OR

= 1.12 [1.02-1.23])도 스트레스와 연관성이 나타났으나,

보정후 분석에서 이러한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우

울증 지표를 나타내는 PHQ 점수는 본 실험에서 사용

표 1. 본 연구에서 사용된 샘플 및 변수들의 특징
Table 1. Basic characteristics and number of samples used
in this study

변수명 남자 여자
샘플 수 2372 2689
나이* 50.74 (16.51) 49.42 (15.64)
가족구성원 수 2.912 (1.196) 2.966 (1.242)
주중 하루평균 수면시간(분) 419.8 (75.44) 423.3 (78.32)
주말 하루평균 수면시간(분) 456.4 (87.38) 461.1 (88.94)
PHQ 점수** 1.799 (3.005) 2.687 (3.701)
Systolic blood pressure** 120.9 (15.08) 115.5 (17.35)
Diastolic blood pressure** 77.99 (10.34) 73.98 (9.834)
키** 171 (6.776) 158.2 (6.301)
몸무게** 72.09 (11.82) 58.57 (9.61)
복부둘레** 86.89 (9.032) 78.4 (9.654)
체질량지수** 24.59 (3.345) 23.4 (3.596)
Glucose** 104.8 (25.83) 97.21 (16.96)
Cholesterol** 189.6 (38.07) 193.4 (36.4)
HDL cholesterol** 47.06 (11.05) 55.02 (12.73)
Triglyceride* 158.9 (126.3) 113.3 (84.88)
AST** 25.9 (14.412) 21.56 (11.15)
ALT** 28.12 (20.58) 17.98 (12.29)
Hemoglobin** 15.3 (1.244) 13.14 (1.161)
Hematocrit** 45.44 (3.521) 39.82 (3.079)
BUN** 15.87 (4.464) 14.34 (4.492)
Creatine** 0.936 (0.169) 0.679 (0.121)
WBC** 6.513 (1.771) 5.822 (1.619)
RBC** 4.903 (0.46) 4.336 (0.348)
Platelet** 252.2 (62.55) 270.5 (64.91)
수입
하 564 (23.9) 648 (24.3)
중하 602 (25.5) 674 (25.2)
중상 600 (25.5) 667 (25)
상 591 (25.1) 683 (25.6)
교육정도
초졸이하 285 (12.1) 490 (18.3)
중졸 224 (9.5) 259 (9.7)
고졸 854 (36.2) 885 (33.1)
대졸이상 994 (42.2) 1038 (38.8)
직업종류
관리자, 전문가 433 (18.4) 396 (14.8)
사무종사자 291 (12.3) 280 (10.5)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268 (11.4) 494 (18.5)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33 (5.6) 56 (2.1)
기능원(장치. 기계, 조립) 475 (20.2) 87 (3.3)
단순노무 종사자 167 (7.1) 250 (9.4)
무직(주부, 학생 등) 590 (25) 1109 (41.5)
가구 세대 구성
1세대-1인 가구 270 (11.5) 311 (11.6)
1세대-부부 602 (25.5) 512 (19.2)
1세대-기타 27 (1.1) 34 (1.3)
2세대-부부+미혼자녀 1091 (46.3) 1131 (42.3)
2세대-편부모+미혼자녀 115 (4.9) 297 (11.1)
2세대-기타 94 (4) 122 (4.6)
3세대 이상 158 (6.7) 265 (9.9)
주택형태
단독주 753 (31.9) 756 (28.3)

아파트 1322 (56.1) 1545 (57.8)
연립/다세대 주 265 (11.2) 351 (13.1)
기타 17 (0.7) 20 (0.7)

결혼유무
기혼 1861 (79) 2254 (84.4)
미혼 496 (21) 418 (15.6)

음주여부
비음주 642 (27.2) 1350 (50.5)
음주 1715 (72.8) 1322 (49.5)

흡연여부
비흡연 1541 (65.4) 2497 (93.5)
흡연 816 (34.6) 175 (6.5)

수치값은 평균 (표준편차)로, 카테고리 값은 샘플수 (%)로
표기됨. 독립표본 t-test를 이용하여 남녀의 차이를 나타냄.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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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모든 변수들 중에서 스트레스와 가장 높은 연관성을

나타냈으며 (p = <0.001, OR = 2.36 [2.1-2.64]), 이러한

연관성은 보정후에도 매우 높은 유의성을 유지하였다

(adjusted p = <0.001, adjusted OR = 2.4 [2.13-2.7]).

여성에서 스트레스군과 정상군사이에서의 연

관성 분석결과는 표 3에 기술되었다. 남성와 마

찬가지로 나이가 스트레스와 매우 연관성이 높

았고 (p = <0.001, OR = 0.7 [0.64-0.76]), 가족

구성원 수 (p = <0.001, OR = 1.16 [1.07-1.26])

와 주중 하루평균수 수면시간 (p = <0.001, OR

= 0.85 [0.78-0.92])도 스트레스와 매우 연관성이

높았다. 주중 하루평균 수면시간은 보정분석 수

행후에도 스트레스와 매우 높은 연관성을 나타

내었다 (adjusted p = <0.001, adjusted OR =

0.82 [0.75-0.9]). 주말 하루평균 수면시간은 남자

에서와 마찬가지로 crude분석에서는 스트레스와

연관성이 없었으나, 보정후 분석에서는 유의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adjusted p = 0.002,

adjusted OR = 0.86 [0.79-0.95]). Systolic blood

pressure는 스트레스와 연관성이 나타났으나 (p

= <0.001, OR = 0.84 [0.77-0.92]), 이러한 연관

성은 보정 후 나타나지 않았다. 키는 스트레스와

연관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p = 0.001, OR =

1.15 [1.06-1.25]), 보정후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

았다. 생화학적 인덱스정보들 중에서 스트레스와

연관성이 높은 변수들은 glucose (p = 0.009, OR

= 0.88 [0.81-0.97]), BUN (p = <0.001, OR =

0.83 [0.76-0.91]), Platelet (p = 0.033, OR = 1.09

[1.01-1.19])이지만, 이러한 변수들은 보정후 분

석에서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WBC는 crude 분석 뿐만 아니라 (p = <0.001,

OR = 1.22 [1.12-1.32]) 보정후 분석에서도 스트

레스와 매우 높은 연관성을 나타내었다

(adjusted p = 0.003, adjusted OR = 1.14

[1.04-1.24]). PHQ 점수와 스트레스와의 연관성

은 보정 전과 보정 후 분석 모두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고(p = <0.001, OR = 2.94 [2.63-3.29],

adjusted p = <0.001, adjusted OR = 2.97

[2.64-3.34]), 그 유의성의 크기는 남자보다 여자

에서 보다 높게 나타났다.

Ⅳ. 토론

표 2. 남성에서 정상군과 스트레스군사이의 연관성 분석결과
Table 2. Analysis of association between normal and stress groups in men
변수명 정상군 스트레스군 p OR Adjusted p Adjusted OR
샘플수 1803 554
나이 52.17 (16.65) 45.99 (15.01) <0.001 0.68 (0.62-0.75)
가족구성원 수 2.876 (1.175) 3.029 (1.253) 0.008 1.14 (1.03-1.25)
주중 하루평균 수면시간 422.8 (73.53) 411.1 (79.05) 0.001 0.86 (0.78-0.94) 0.014 0.88 (0.8-0.97)
주말 하루평균 수면시간 457.6 (85.54) 453.4 (90.25) 0.313 0.95 (0.87-1.05) 0.025 0.89 (0.81-0.99)
PHQ 점수 1.182 (2.127) 3.807 (4.299) <0.001 2.36 (2.1-2.64) <0.001 2.4 (2.13-2.7)
Systolic blood pressure 121.3 (15.37) 119.5 (14.06) 0.012 0.88 (0.8-0.97) 0.944 1 (0.9-1.12)
Diastolic blood pressure 77.74 (10.44) 78.95 (9.917) 0.017 1.12 (1.02-1.23) 0.331 1.05 (0.95-1.17)
키 170.6 (6.817) 172.3 (6.492) <0.001 1.28 (1.16-1.41) 0.226 1.07 (0.96-1.21)
몸무게 71.6 (11.25) 73.82 (13.39) <0.001 1.2 (1.09-1.32) 0.15 1.08 (0.97-1.19)
복부둘레 86.92 (8.736) 86.82 (9.958) 0.784 0.99 (0.9-1.09) 0.717 1.02 (0.92-1.12)
체질향지수 24.54 (3.183) 24.8 (3.823) 0.095 1.08 (0.99-1.19) 0.337 1.05 (0.95-1.16)
Glucose 105.2 (25.77) 103.2 (25.49) 0.112 0.92 (0.83-1.02) 0.969 1 (0.9-1.11)
Cholesterol 188.2 (38.06) 193.6 (37.87) 0.004 1.15 (1.05-1.26) 0.173 1.07 (0.97-1.19)
HDL cholesterol 47.03 (11.22) 47.18 (10.52) 0.777 1.01 (0.92-1.11) 0.519 1.03 (0.93-1.14)
Triglyceride 156.9 (122.4) 164.3 (136.3) 0.23 1.06 (0.97-1.16) 0.823 0.99 (0.9-1.09)
AST 25.86 (14.58) 26.04 (14.01) 0.795 1.01 (0.92-1.11) 0.594 1.03 (0.94-1.12)
ALT 27.38 (19.6) 30.62 (23.53) 0.002 1.15 (1.05-1.26) 0.1 1.08 (0.99-1.18)
Hemoglobin 15.23 (1.263) 15.52 (1.149) <0.001 1.26 (1.14-1.39) 0.158 1.08 (0.97-1.21)
Hematocrit 45.26 (3.605) 46.03 (3.151) <0.001 1.24 (1.13-1.37) 0.257 1.07 (0.95-1.19)
BUN 16.11 (4.505) 15.13 (4.215) <0.001 0.79 (0.71-0.87) 0.062 0.9 (0.8-1.01)
Creatine 0.94 (0.179) 0.924 (0.13) 0.065 0.84 (0.71-1.01) 0.166 0.87 (0.72-1.06)
WBC 6.475 (1.782) 6.612 (1.705) 0.09 1.08 (0.99-1.19) 0.786 0.99 (0.89-1.09)
RBC 4.877 (0.47) 4.99 (0.414) <0.001 1.28 (1.16-1.41) 0.02 1.14 (1.02-1.27)
Platelet 250.7 (63.1) 257.5 (60.39) 0.024 1.11 (1.01-1.23) 0.554 0.97 (0.8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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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스트레스의 위험요인 또는 연관성이 있

는변수들의분석을통하여남녀에서의차이가나타나는

변수들을 도출하였다. 혈액정보와 스트레스와의 연관성

에서남자에서는 RBC가보정전이나보정후모두매우

높은유의성이나타났으나WBC에서는유의성이나타나

지않았고, 여자에서는WBC가보정전후모두에서매우

높은유의성이나타났으나, 반대로 RBC에서는유의성이

나타나지않았다. 나이, 가족구성원수, 주중하루평균수

면시간에서는남녀모두에서매우높은연관성을나타내

었고, 우울증지표에사용되는 PHQ 점수에서는남녀모

두에서 스트레스와 가장 높은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선행연구들과의 비교에서, Chaudhuri and Banerjee

[10]의 연구에서는 인도 의대학생을 대상으로 event

stress scale (PSLES)점수에따라 40-200의저스트레스

그룹과 200 이상의 고 스트레스그룹을 나누어 혈액지표

들과 임상정보들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고, 그 결과

로 두 그룹들 사이에서 나이는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

으나, LDL과 HDL 콜레스테롤 레벨, WBC count, 총 콜

레스테롤, triglyceride, hemoglobin 레벨에서 통계적 유

의성이 있었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두 그룹들 사이에서

blood pressure, body mass index, pulse 등도 스트레스

와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AL-HATAMLEH et

al. [11]의 연구에서는 depression anxiety stress

scales-21 (DASS-21) questionnaire와 혈액정보와의 연

관성을분석한연구결과를제시하였고, RBC와 스트레스

레벨과는 연관성이 없고 WBC와는 negative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platelets count와 스트레스 레

벨사이에서는 연관성이 없다고 언급하였고 다만 평균

platelets 볼륨과는 positive 연관성이있다고언급하였다.

또한 선행연구 중 Demir et al. [3]의 연구에서 스트레스

와WBC는연관성이높으며, WBC의수를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Chaudhuri and Banerjee [10]와 본연구에서의차이점

으로, 나이와 스트레스의 연관성 여부에 대하여 반대되

는 의견을 도출하였는데, 이러한 사유 중 하나로는 위

연구에서는 대학생(17-21세)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

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성인 전체(20-80세)에 대하여 분

석을수행하였기때문에나이와스트레스의연관성이차

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선행연구 결과인

Demir et al. [3]의 연구결과인 스트레스가 WBC를 증가

시킨다는 결과는 우리의 연구결과중에서 여성에서의 결

과와일치한다. 그러나, 우리의연구결과에서는여성에서

표 3. 여성에서 정상군과 스트레스군사이의 연관성 분석결과
Table 3. Analysis of association between normal and stress groups in women
변수명 정상군 스트레스군 p OR Adjusted p Adjusted OR
샘플수 1910 762
나이 50.86 (15.26) 45.45 (15.68) <0.001 0.7 (0.64-0.76)
가족구성원 수 2.917 (1.237) 3.105 (1.247) <0.001 1.16 (1.07-1.26)
주중 하루평균 수면시간 426.9 (75.78) 413.9 (83.18) <0.001 0.85 (0.78-0.92) <0.001 0.82 (0.75-0.9)
주말 하루평균 수면시간 461.6 (84.37) 459.8 (99.38) 0.631 0.98 (0.9-1.07) 0.002 0.86 (0.79-0.95)
PHQ 점수 1.665 (2.457) 5.234 (4.866) <0.001 2.94 (2.63-3.29) <0.001 2.97 (2.64-3.34)
Systolic blood pressure 116.2 (17.65) 113.4 (16.32) <0.001 0.84 (0.77-0.92) 0.601 0.97 (0.88-1.08)
Diastolic blood pressure 73.99 (9.667) 73.97 (10.28) 0.96 1 (0.92-1.09) 0.324 1.05 (0.96-1.14)
키 158 (6.272) 158.9 (6.228) 0.001 1.15 (1.06-1.25) 0.714 0.98 (0.89-1.09)
몸무게 58.37 (9.091) 59.14 (10.77) 0.064 1.08 (1-1.17) 0.117 1.07 (0.98-1.17)
복부둘레 78.58 (9.467) 77.88 (10.09) 0.099 0.93 (0.86-1.01) 0.217 1.06 (0.97-1.17)
체질향지수 23.39 (3.495) 23.4 (3.841) 0.957 1 (0.92-1.09) 0.119 1.07 (0.98-1.17)
Glucose 97.74 (17.03) 95.84 (16.83) 0.009 0.88 (0.81-0.97) 0.5 0.97 (0.88-1.06)
Cholesterol 193.7 (35.7) 193.2 (38.04) 0.767 0.99 (0.91-1.07) 0.384 1.04 (0.95-1.14)
HDL cholesterol 55.09 (12.71) 55.06 (12.71) 0.958 1 (0.92-1.09) 0.095 0.93 (0.84-1.01)
Triglyceride 113 (85.76) 113.9 (83.36) 0.798 1.01 (0.93-1.1) 0.167 1.06 (0.98-1.15)
AST 21.77 (11.97) 21.05 (8.863) 0.126 0.92 (0.82-1.02) 0.776 0.99 (0.91-1.08)
ALT 18 (11.84) 17.95 (13.41) 0.929 1 (0.92-1.08) 0.165 1.06 (0.98-1.16)
Hemoglobin 13.13 (1.172) 13.18 (1.125) 0.342 1.04 (0.96-1.13) 0.577 1.03 (0.94-1.12)
Hematocrit 39.79 (3.112) 39.92 (2.984) 0.26 1.05 (0.97-1.14) 0.557 1.03 (0.94-1.12)
BUN 14.57 (4.591) 13.77 (4.196) <0.001 0.83 (0.76-0.91) 0.653 0.98 (0.88-1.08)
Creatine 0.681 (0.123) 0.672 (0.118) 0.313 0.96 (0.88-1.04) 0.495 0.97 (0.89-1.06)
WBC 5.726 (1.5) 6.062 (1.876) <0.001 1.22 (1.12-1.32) 0.003 1.14 (1.04-1.24)
RBC 4.328 (0.345) 4.359 (0.354) 0.389 1.04 (0.95-1.13) 0.932 1 (0.91-1.09)
Platelet 268.9 (64.67) 274.8 (65.72) 0.033 1.09 (1.01-1.19) 0.642 1.02 (0.9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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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스트레스군에서 WBC가 증가하지만, 남성에서는 이

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Ⅴ. 결 론

스트레스는 인간의 삶의 질과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요인중 하나이며, 혈압 및 면역질환과 더불어

WBC 및 RBC 등의생화학적인덱스와도연관성이높다

고 알려져 있다. 최근까지도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계

속 진행되고 있으나, 스트레스 위험요인에 연관된 남녀

차이, 생화학적 인덱스,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인체계측

학적 지표에 대하여 복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미

흡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제시함

에따라큰의미가있다고할수있다. 본연구의결과로,

남녀모두에서 나이, 주중 하루평균 수면시간, 우울증 점

수가스트레스와매우연관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여성에서는백혈구수치가스트레스와연관성이높은것

을 발견하였고, 반대로 남성에서는 적혈구 수치가 스트

레스와 유의성이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 한국인의 스트

레스로 인한 국민 건강 및 삶의 질의 저하에 따라, 이러

한 연구결과는 향후 한국인의 스트레스 예방 및 국민건

강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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