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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른 주관적 스트레스 정도와 건강관련습관 및 비만과의
연관성: 제5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대한비만학회지 2015;24:1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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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연구에서 조절하기 힘들거나 과도한 정서적 또는 생리적 사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요? 둘째, Table 5에 제시된 AUDIT 점수가

건에 따른 불안정한 항상성을 회복하기 위한 적응과정으로 정의되는

높은 경우와 흡연량이 많은 경우 인지하는 스트레스가 낮은 남성 집

스트레스 가 지속되거나 그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 체중 증가 또는 비

단 및 1회 음주량이 많은 여성에서 인지하는 스트레스가 낮은 경우에

만해질 위험이 높아진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위 연구에서도 확

오히려 비만의 유병위험이 증가한 결과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필요해 보

인된 것처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에 많이 노출된 경우 및 만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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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대상자들은 그렇지 않은 대상자들에 비하

아울러, 이러한 연구를 경시적 연구로 확장하여 생활습관과 스트

여 음주를 과다하게 하거나 현재 흡연할 위험이 높아서 과도한 만성

레스 정도의 상호작용에 따른 체중 및 대사적 변화를 평가한다면 스

스트레스는 비만뿐 아니라 건강하지 않은 생활습관을 지속하게 하

트레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더 탐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

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연구에서 주관적으로 인지한 스트레스

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스트레스와 생활습관 간의 상호작

정도에 따라 생활습관과 비만유병 간의 관련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용에 대해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해 준 저자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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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한 것은 단면적 연구이므로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추론하긴 어렵
지만 생활습관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에 인지하는 스트레스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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