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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배경: 아침 식욕저하, 저녁 식사 후 과식, 불면증을 특징으로 하는 야식증후군은 비만한 사람에서 유병률이
높고, 정신사회적 스트레스나 우울 등과 관련이 있다는 국외 연구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야식증후군의 빈도와
야식경향과 건강 위험요인 및 대사지표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2004년 1월부터 12월까지 일개 대학병원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한 1,149명을 대상으로 식이장애 및 야식증
후군 선별을 위한 자기 기입식 설문을 실시하여 설문 작성이 불완전한 8명, 교대근무자 32명 및 식이장애가 의심되
는 24명을 제외한 후, 총 1,087명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저녁식사 후 새벽까지 하루 섭취
량의 50% 이상을 섭취 한다’는 설문에 대한 답변 여부로 두 군으로 나누어 야식경향과 건강 위험요인 및 대사지표
와의 연관성을 조사하였다.
결과: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2.7 ± 9.0세로 총 1,087명 중 (남자 590명, 여자 497명) 야식증후군은 1.1%
(12명), 야식경향은 9.9% (108명)였다. 야식경향과 건강 위험인자와의 연관성을 보기위한 단변량 분석에서는 식이
습관, 스트레스 정도, 연령, 흡연, 음주량, 우울정도가, 다변량 분석에서는 연령 (P < 0.05), 흡연 (P < 0.05), 음주량
(P < 0.01), 우울정도 (P < 0.01)가 야식경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대사지표는 야식경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결론: 야식경향은 젊은 연령, 현재 흡연, 많은 음주량, 경도 우울성향 등과 연관이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야
식증후군의 낮은 유병률을 고려해 볼 때, 향후 더 많은 일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
며, 야식경향의 기간을 고려하거나 장기적인 추적관찰을 통해 대사지표와의 연관성 등 임상적인 의미를 재평가해야
할 것이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중심단어: 야식증후군, 야식경향, 위험인자, 대사지표

서

후 과식, 수면장애가 특징으로, 이후 외국에서도 연구가 활

론

발히 진행되지는 못하였으며, 국내에서는 거의 전무하여 유
1)

1955년 Stunkard 등 에 의해 처음 제시된 야식증후군은

병률조차 파악이 안 되어있는 실정이다. 현재 야식증후군은

주로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되는 아침 식욕저하, 저녁 식사

식이장애나 수면장애, 정동장애 또는 이들의 복합적인 장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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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생각하고 있으며2-6), Birketvedt 등7)이 잠정적인 진단

(1) 아침에 식욕이 없다 (아침을 거르거나 입맛이 없어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어, 말 그대로 아직은 개념이 모호한

억지로 먹는다).

‘증후군’인 상태로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진단 기준이 일치

(2) 저녁식사 후부터 새벽까지 적어도 하루 섭취량의

8)

50% 이상을 먹는다.

되지 않았다.

야식증후군과 비만, 우울증, 낮은 자존감, 체중 조절의 실패

(3) 불면증으로 자주 고생한다(잠들기가 어렵거나 깊은

1,9,10)

및 성별 (남성) 등과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들이 있으나

,

잠을 못자고 자주 깬다).

아직까지 야식증후군의 임상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밝혀진

낮은 유병률을 고려할 때 야식증후군으로 건강 위험요인

바가 없다. 지금까지 알려진 야식증후군의 유병률은 일반

과 대사지표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힘들어 임의로 야식증

11)

12)

13)

14)

인구에서 0.4% , 0.5% , 1.5% , 1.6% , 비만 환자에서

후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저녁 식사 후 과식’ (문항 (2)

8.9~15%15), 베리아트릭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 27%13),

번)에 대한 답변으로 야식경향의 유무를 판단하고 건강 위

42%

16)

정도로 보고 되고 있으나, 연구 대상군이나 적용된

진단 기준에 따라 유병률에 차이가 많다.

10)

험요인과 대사지표와의 연관성을 조사하였다.

야식증후군은

12)

체중이 정상인 사람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 일반적으로

2) 일반 설문 및 우울, 스트레스, 비만의 평가

비만 인구에서 유병률이 높고, 비만도에 따라 유병률이 증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대상자들의 성별, 연령,

7,17)

가하므로

앞으로 서구화된 식습관 및 생활습관의 변화로

직업, 교육정도, 경제수준, 결혼상태, 식습관, 음주력, 흡연

우리나라에서도 비만 인구가 많아지면서 야식증후군에 대

력, 운동력, 과거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결혼상태는

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혼, 기혼, 기타로 분류하였고, 기타에는 별거, 이혼, 사별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야식증후군의 빈도를 파

이 포함되었다. 식습관은 채식위주, 채식과 육식을 골고루,

악하고, 야식경향과 건강 위험요인과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육식위주 섭취로 분류하였고, 음주량은 소주를 기준으로 1

수정 가능한 생활습관을 교육하고, 대사지표와의 관련성으

일 평균 순알코올 섭취량을 g으로 계산하여 금주군, 소량

로 야식증후군의 임상적인 의미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음주군 (< 9 g/day), 중량 음주군 (9~34 g/day), 대량 음주
21)

군 (> 34 g/day)으로 분류하였다.

운동력은 운동의 주당

횟수에 따라 주당 1~2회는 간헐적 운동군, 주당 3~4회 이상

연구 방법

은 규칙적 운동군으로 나누었다.
우울의

1. 연구 대상

평가는

한국어판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를 이용하여 총점에 따라 10점 이하를 정상,

2004년 1월부터 12월까지 일개 대학병원 건강증진센터

11~17점을 경미함, 18~22점을 중등도, 23점 이상을 심함으

를 방문한 18세 이상의 1,149명을 대상으로 자기 기입식 한

로 나누었으나 점수가 높은 군의 수가 적어 18점 이상을 우

국판 식사태도검사-26 (KEAT-26)

18,19)

22)

과 야식증후군의 삼

울군으로 통합하였다.

스트레스의 평가는 한국어판

주징 (Triad)으로 이루어진 설문지를 이용하여 식이장애 및

PWI-SF (Psychiatric Wellbeing Inventory-Short Form)를

야식증후군을 선별하였다. 대상 제외 기준은 야식증후군 진

이용하여 8점 이하를 건강군, 9~26점을 잠재적 스트레스군,

9,20)

단에 혼란을 줄 수 있는 교대 근무자

21)

및 식이장애가 의

27점 이상을 고위험 스트레스군으로 하였다.

비만정도는

2

심되는 대상 (KEAT-26에서 중등도 이상의 식이장애가 의

체질량지수 (BMI)를 {체중 (kg)/신장(m )} 구한 후, 아시아-

심되는 여자 22점, 남자 19점 이상)으로 하였다. 교대근무자

태평양 비만 기준에 따라 정상 (< 23 kg/m2), 과체중

32명, 식이장애가 의심되는 24명 및 설문지 작성이 불완전

2
2
(23~24.9 kg/m ), 비만 (≥ 25 kg/m )으로 정의하였다.

한 8명을 제외하고 (교대근무자와 식이장애 중복 2명), 총

3. 통계분석

1,087명을 (남자 590명, 여자 497명) 최종 연구 대상으로
하였고, 모든 설문 참가자에게 설문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

‘저녁 식사 후 과식’의 유무로 두 군으로 나누어 야식경

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미리 주지시키고

향과 각 건강 위험요인들과의 단변량적인 관련성과 교차곱

동의하는 사람만 설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비는 χ2-검정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대사지표와의 관련
성은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성별, 결혼상태, 식습관, 체질

2. 연구 방법

량지수 등의 혼란변수의 영향을 배제하고 보정된 교차곱비

1) 야식증후군의 진단 및 야식경향의 정의

를 구하기 위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모

15)
야식증후군은 Stunkard 등 이 제시한 변형된 진단 기준

든 통계분석은 SPSS 12.0 한글판을 사용하였고, 유의수준

을 사용하여 다음 세 가지 문항을 모두 만족하는 환자를 야

은 P < 0.05로 정의하였다.

식증후군으로 진단하였으며 유병 기간은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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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2. 야식증후군의 빈도
야식증후군은 1.1% (12명)로 연령 군별로는 차이가 없었

1. 연구 대상자의 일반 특성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18세에서 73세까지였고, 평균 42.7
± 9.0세였으며, 40대가 40.0%로 가장 많았고, 30대 미만과
60대 이상이 각각 5% 정도로 가장 적었다. 성별로는 총
1,087명 중 남자가 590명으로 54.3%였고, 교육정도는 고졸
이상이 84.7%, 경제수준은 월수입이 200~400만원 사이가
47.3%, 결혼상태는 기혼자가 89.7%였다 (Table 1).

고, 성별로는 남자가 1.7% (10명)로 여자 0.4%에 비해 많
았으나, 체질량지수와 음주량을 보정하였을 때 의미 있게
교차곱비가 증가하지는 않았다. 각 설문 문항별로는 아침
식욕저하가 34.3% (373명)로 가장 많았고, 야식경향으로 정
의했던 저녁 식사 후 과식이 9.9% (108명)로 가장 적었지만
3가지 문항 중 가장 의미 있게 야식증후군을 반영하였다
(11.1%, 12/108명). 아침 식욕저하와 저녁 식사 후 과식은
30대 미만과 30대군에서 많았고, 남녀 간의 의미 있는 차이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group
Characteristics

N (%)

Sex
Male

590 (54.3)

Female

497 (45.7)

Age groups (years)
< 30

52 (4.8)

30~39

372 (34.2)

40~49

435 (40.0)

50~59

173 (15.9)

≥ 60

55 (5.1)

Education level
< High school

138 (15.3)

High school completed

364 (40.3)

≥ College completed

401 (44.4)

Monthly income (10,000 won)
< 100

24 (2.7)

100~200

142 (15.7)

200~400

427 (47.3)

> 400

267 (29.6)

Unknown

43 (4.8)

Marital status
Single

52 (5.8)

Married

811 (89.7)

Others

41 (4.5)

Table 2. Frequency of NES* markers/NES by sex†
Male
(N = 590)
195 (33.1)

Female
(N = 497)
178 (35.8)

Total
(N = 1,087)
373 (34.3)

P-value‡

63 (10.7)

45 (9.1)

108 (9.9)

0.373

Insomnia

93 (15.8)

111 (22.3)

204 (18.8)

0.006

NES (above all)

10 (1.7)

2 (0.4)

12 (1.1)

0.042

Characteristics
Morning anorexia
Evening hyperphagia

* NES: Night eating syndrome.
†All values are expressed as number (%).
2
‡Obtained from χ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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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requency of NES* markers/NES by age groups (years)†
Age groups (years)
Characteristics
Morning anorexia

< 30
(N = 52)
24 (46.2)

30~39
(N = 372)
166 (44.6)

40~49
(N = 435)
132 (30.3)

50~59
(N = 173)
39 (22.5)

Evening hyperphagia

10 (19.2)

45 (12.1)

35 (8.0)

6 (11.5)

61 (16.4)

84 (19.3)
4 (0.9)

Insomnia

NES (above all)
1 (1.9)
6 (1.6)
* NES: Night eating syndrome.
†All values are expressed as number (%).
2
‡Obtained from χ -test.

Total
(N = 1,087)
373 (34.3)

14 (8.1)

4 (7.3)

108 (9.9)

0.044

36 (20.8)

17 (30.9)

204 (18.8)

0.060

1 (0.6)

0 (0.0)

12 (1.1)

0.664

Table 4. Association between night eating tendency and health risk factors*
Characteristics

Evening Hyperphagia
Yes (n = 108)

No (n = 973)

Diet habit
Usually vegetable
14 (16.1)
158 (19.4)
Balanced
58 (66.7)
593 (72.7)
Usually meat
15 (17.2)
65 (8.0)
Alcohol drinking
§
§
15.1 ± 27.1
Amount (g/day)
29.1 ± 38.9
24 (27.6)
362 (44.4)
None
7 (8.0)
140 (17.2)
Light
31 (35.6)
189 (23.2)
Moderate
25 (28.7)
124 (15.2)
Heavy
CAGE∥(≥ 2 of 4 items)
24 (35.8)
110 (23.2)
2
Body Mass Index (kg/m )
< 23.0
44 (40.7)
379 (38.7)
23~24.9
24 (22.2)
248 (25.3)
≥ 25.0
40 (37.0)
352 (36.0)
Smoking
None
37 (42.5)
475 (58.1)
Ex-smoker
13 (14.9)
135 (16.5)
Smoker
37 (42.5)
207 (25.3)
Exercise
None
51 (58.6)
433 (53.0)
Occasional
27 (31.0)
226 (27.7)
Regular
9 (10.3)
158 (19.3)
¶
BDI
7.8 ± 6.5§
Score
9.9 ± 6.1§
51 (58.6)
604 (74.0)
Normal (≤ 10)
26 (29.9)
145 (17.8)
Mild (11~17)
10 (11.5)
67 (8.2)
Moderate (≥ 18)
PWI-SF**
Score
21.9 ± 7.1§
19.1 ± 8.0§
1 (1.1)
55 (6.7)
Normal (≤ 8)
65 (74.7)
619 (75.9)
Borderline (9~26)
21 (24.1)
142 (17.4)
High-risk (≥ 27)
* number (%) except alcohol amount, BDI and PWI-SF score.
2
†Obtained from χ -test.
‡Obtained from t-test.
§ Mean ± standard deviation.
∥CAGE: Cut down; Annoyed; Guilty and Eye opener.
¶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 PWI-SF: Psychiatric wellbeing inventory-short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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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alue†

≥ 60
(N = 55)
12 (21.8)

P-value†

0.014

0.001

‡

0.000
0.025

0.775

0.002

0.121

0.003‡
0.008

0.002‡
0.05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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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불면증은 남자보다 여성에서 의미

험이 증가하였다 {CI (1.31~4.69), P = 0.005 and CI

있게 많았다 (Table 2, 3).

(1.49~6.42), P = 0.003}. 또한 현재 흡연군이 금연 군에 비해

3. 야식경향과 건강 위험요인 및 대사지표와의 연관성

서 위험이 높았고 {OR = 2.14; CI (1.02~4.52), P = 0.045},
특징적으로 우울정도는 정상군에 비해 경도 우울군에서만 위

단변량 분석으로 야식경향과 건강 위험요인 및 대사지표

험이 증가하였다 {OR = 2.50; CI (1.38~4.52), P = 0.002}.

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Table 4, 5). 식습관이 육식을

스트레스 정도는 보정 전에는 고 위험군에서 위험이 증가하

주로 섭취하는 경우 (P = 0.014), 음주량이 중량 이상인 경

였으나, 보정 후에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우 (P = 0.000), 현재 흡연을 하는 경우 (P = 0.002), 우울
정도가 경도 이상인 경우 (P = 0.008) 야식경향과 연관성이

고

찰

있었으나, 교육정도, 경제수준, 결혼상태, 운동과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없었다. 야식경향군에서 비만은 37%

본 연구에서 야식증후군은 1.1%로 일견 외국의 일반 인

로 야식경향이 없는 군의 36%와 차이가 없었고, 다른 대사

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비슷해 보이나 잠정적인 야식증후

지표와도 연관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스트레스는 범주형으

군 진단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빈도는 더 낮을 것이

2
로 나누어 χ -검정으로는 연관성이 없었으나 (P = 0.051),

고, 30대 미만의 인구가 연구 대상에 더 포함된다면 더 증

연속형으로 t-검정이나 (P = 0.002) 범주형으로 로지스틱

가할 수 있으므로 현재로서 단정 짓기는 어려우리라 생각된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을 때는 고위험군에서 야식경향이 증

다. 본 연구에서 성별이나 연령별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

가하였다 {OR = 8.13; 95% CI (1.07-61.94), P = 0.04}

9)
으나, Aronoff 등 의 체질량지수 50 이상의 고도 비만 환자

(Table 5, 6).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거나

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남자에서 체질량지수를 보정한

기존에 관련성이 있다고 알려진 요인들에 (성별, 결혼상태,

후에도 야식증후군의 유병률이 더 높았다는 보고도 있다.

체질량지수) 대해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을

야식증후군과 건강 위험요인 및 대사지표와의 연관성을

때 여전히 야식경향과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는 요인은 연령,

보려했으나 본 연구에서 야식증후군의 유병률이 낮아 야식

음주량, 흡연, 우울정도였다 (Table 6). 연령별로는 50대가

증후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저녁 식사 후 과식'을 야식

30대 미만 군에 비하여 야식경향의 위험이 낮았고 {OR =

경향으로 정의하고, 관련성을 비교하였다. 질문지 3개 문항

0.23; CI (0.06~0.80), P = 0.02}, 금주군에 비해서 중량 및

중 아침 식욕저하나 불면증은 개인의 정신신체 상태에 많은

대량 음주군이 각각 교차곱비 2.48과 3.07로 야식경향의 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야식증후군은 저녁 식사 후 과식 환자

Table 5. Association between night eating tendency and metabolic indices*
Characteristics
Height (cm)
Weight (kg)

Evening Hyperphagia
Yes (N = 108)

No (N = 975)

165.9 ± 8.3

164.8 ± 8.2

P-value†
0.21

66.3 ± 12.3

65.7 ± 11.6

0.62

24.0 ± 3.3

24.1 ± 3.1

0.74

82.3 ± 9.7

81.8 ± 9.2

0.64

24.7 ± 6.3

25.2 ± 6.1

0.40

Systolic

123.8 ± 16.5

124.9 ± 15.7

0.49

Diastolic

74.4 ± 12.8

74.0 ± 11.5

0.76

91.1 ± 25.4

89.9 ± 19.6

0.57

118.1 ± 68.7

125.2 ± 94.7

0.45

50.3 ± 13.5

50.5 ± 12.0

0.89

BMI

‡

(kg/m2)

§

WC (cm)
∥

Body fat

(%)

BP (mmHg)

¶

FBS (mg/dL)
Triglyceride (mg/dL)
HDL-C

**

(mg/dL)

LDL-C** (mg/dL)
109.1 ± 30.9
108.7 ± 28.2
0.90
* All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btained from t-test.
‡BMI: Body mass index.
§ WC: Waist circumference.
∥ Obtained from bioelectrical impedance analysis (BIA).
¶ FBS: Fasting blood sugar.
** HDL-C and LDL-C: High density & low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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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Odds ratio for health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night eating tendency
Characteristics

Odds ratio (95% CI*)
Crude†

P-value

Multiple-adjusted‡

P-value

Sex
Male

1.00 (Reference)

-

1.00 (Reference)

-

Female

0.83 (0.56~1.25)

0.37

1.72 (0.79-3.76)

0.17

< 30

1.00 (Reference)

-

1.00 (Reference)

-

30~39

0.58 (0.27~1.23)

0.16

0.47 (0.17~1.35)

0.16

40~49

0.37 (0.17~0.80)

0.01

0.34 (0.11~1.03)

0.06

50~59

0.37 (0.15~0.89)

0.03

0.23 (0.06~0.80)

0.02

≥ 60

0.33 (0.10~1.13)

0.08

0.26 (0.06~1.21)

0.09

Age (years)

Diet habit
Usually vegetable

1.00 (Reference)

-

1.00 (Reference)

-

Balanced

1.10 (0.60~2.03)

0.75

1.04 (0.53~2.01)

0.90

Usually meat

2.60 (1.19~5.70)

0.02

1.82 (0.73~4.50)

0.20

Alcohol drinking
None

1.00 (Reference)

-

1.00 (Reference)

-

Light

0.75 (0.32~1.79)

0.52

0.70 (0.29~1.73)

0.44

Moderate

2.47 (1.41~4.34)

0.002

2.48 (1.31~4.69)

0.005

Heavy

3.04 (1.68~5.52)

0.000

3.07 (1.49~6.42)

0.003

Smoking
None

1.00 (Reference)

-

1.00 (Reference)

-

Ex-smoker

1.24 (0.64~2.39)

0.53

1.42 (0.61~3.33)

0.42

Smoker

2.30 (1.41~3.72)

0.001

2.14 (1.02~4.52)

0.045

§

BDI

Normal (≤ 10)

1.00 (Reference)

-

1.00 (Reference)

-

Mild (11~17)

2.12 (1.28~3.52)

0.004

2.50 (1.38~4.52)

0.002

Moderate (≥ 18)

1.77 (0.86~3.64)

0.12

2.10 (0.85~5.16)

0.11

Normal (≤ 8)

1.00 (Reference)

-

1.00 (Reference)

-

Borderline (9~26)

5.78 (0.79~42.43)

4.65 (0.62~34.84)

0.14

∥

PWI-SF

0.09

High risk (≥ 27)
8.13 (1.07~61.94)
0.04
3.41 (0.42~27.97)
0.25
* CI: Confidence interval.
†Obtained from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btained from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djusted for marital status, BMI & above 7
characteristics.
§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 PWI-SF: Psychiatric wellbeing inventory-short form.

의 11.1%, 아침 식욕저하의 3.2%, 불면증의 5.9%에서 나타

같은 생활 습관이 같이 동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나므로 저녁 식사 후 과식이 야식증후군을 가장 잘 반영한

중량 및 대량 음주군에서 증가하였고, 이는 또한 CAGE 검

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서양에 비해 고도

사에서 2개 이상의 문항을 만족하는 알코올 중독 가능성

비만 환자가 적고, 식사나 생활 습관에 차이가 많으므로 저

과도 연관성을 보여 야식경향이 음주 문제와도 관련됨을 시

녁 식사 후 과식을 근간으로 우리나라에 맞는 야식증후군

사하였다 (Table 4). 우울증과는 특징적으로 경미한 우울증

진단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 있는 환자와 연관성을 보였는데, 이는 야식경향의 심인

23)

관련성 분석 결과를 보면 야식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성 요인을 시사하는 부분으로 본인의 경미한 우울감을 음식

20~30대의 젊은 사람에 많고, 야식과 동시에 흡연이나 음주

을 섭취함으로써 해결하려는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우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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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심하다면 먹으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

이상이어서 전체 연구 대상에서 30대 미만은 4.8%에 불과

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단면연구이므로 이러한 야식경향과

했다. 향후 우리나라 야식증후군의 유병률 및 야식경향과

우울증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

연관된 위험인자들에 대한 더 정확한 평가를 위해 대표성

가 필요할 것이다.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 건강검

지금까지 스트레스를 야식증후군의 가장 큰 유발 인자로
1,24,25)

진 수진자들은 직장인이 많고, 야식경향이 음주와 관련이

, 본 연구에서는 단변량 분석에서 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회식문화와 야식경향이 관

의한 연관성을 보였으나,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유

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본 연구에서 회식문화와 관련된

의하지 않았다. 그 원인으로는 정상군보다 스트레스군 에서

설문이 없어 이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였다.

생각하고 있으나

점수 폭이 컸기 때문이거나, 야식경향이 스트레스 자체보다

또한 야식경향의 유무만 조사하였기 때문에 대사지표와 연

는 이에 대한 결과로서 동반되는 우울감과 연관성이 있는

관성이 전혀 없었으나 야식경향의 기간을 고려하거나 장기

것으로 보이며,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통하여 우

적인 추적관찰, 또는 야식증후군 환자-대조군 연구를 통해

울증을 예방하는 것이 야식경향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야식증후군의 임상적인 의미를 재평가해야 할 것이다.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야식증후군은 아직까지 유병률이 높지 않지만, 비만 인구

본 연구에서 야식경향은 비만, 고지혈증, 고혈당 등 어떤

가 증가하고, 일반인들도 비만 자체를 질병으로 인식하면서

대사지표와도 연관성이 관찰되지 않았는데 가능한 원인으

비만을 치료하는 인구가 늘어나면 야식증후군의 유병률도

로는 야식경향군에서 체질량지수의 차이가 없었고, 야식증후

높아지리라 생각한다.

군이 아닌 야식경향으로 비교하였으며, 야식경향이 20~30대

식증후군이 있음을 간과하고 식이요법이나 운동, 약물 치료

의 젊은 사람에서 많았던 것만큼 야식경향의 유병기간이 오

에 의존한다면 환자나 의사에게 실패감만 안겨주고 야식증

래되지 않아서 대사적인 효과가 나타 날 시간이 부족했다고

후군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일차 진료의들은 비만 또는 수

17)

15)

비만 환자를 치료할 때 기저에 야

생각 할 수 있다. Marshall 등 은 야식증후군을 가진 비만

면장애 환자나 상기의 위험요인을 가진 환자를 만날 때 야식

환자와 비비만 환자를 비교한 후 비비만군이 더 젊은 연령인

증후군의 유무를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으며, 야식증후군

것 외에는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면서, 정상 체중인 환

의 조기발견과 연관된 위험인자의 교정으로 환자들의 건강

자에서도 역시 야식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젊은 연령의

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비비만자가 결국 비만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25)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비만하지 않고 특별한 대사지표

ABSTRACT

에 이상이 없지만 야식경향이 있는 젊은 환자의 경우 향후 전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향적인 연구를 통한 임상적인 결과가 주목되는 바이다.
야식증후군은 아직 명확한 발생기전이나 진단기준 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나, 현재까지 알려진 야식증후군의 병태

determine whether night eating tendency is associated
with any health risk factors or metabolic indices.

생리학적인 기전은 스트레스로 인해 혈청 코티솔 분비가 증

Methods: A total of 1,087 subjects (590 men and 497

가되고, 야간에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과 식욕을 억제하

women) who visited a Health Promotion Center at a

는 렙틴의 상승 (physiologic nocturnal surge)이 저하되어,

general hospital from January to December 2004 was

음식 섭취의 일주기 패턴의 지연으로 야식행동과 불면증을

included. They completed two self reported questionnaires

6,7,17,26)

.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면 야

for screening eating disorders and night eating syndrome

간에 스낵 같은 고칼로리의 섭취는 그대로 체지방으로 축적

(NES).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evening hyperphagia,

되고, 특히 이미 과체중이거나 주로 좌식생활을 하는 경우

we investigated the association between night eating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10)

더욱 체지방이 증가하여 비만을 유발하고 , 체중 조절 노

tendency and any health risk factors or metabolic indices.

9)

Results: The mean age of study subjects was 42.0 ±

력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게 된다.

이번 연구의 의의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야식증후

9.0 years, the frequency of NES was 1.1%(12 of 1,087;

군의 정도를 관찰했으며 야식경향과 연관된 요인으로 음주

10 men & 2 women). In univariate analysis, diet habit,

와 흡연을 새로이 발견했다는 것과 비록 연관성은 없었지만

stress, age, smoking, alcohol, and depression, and in

대사지표를 통해서 야식경향의 임상적인 의미를 보려 했다

multivariate analysis, age (P < 0.05), smoking (P < 0.05),

는 점이다. 제한점은 연구 대상이 일개 대학병원의 건강증

alcohol (P < 0.01), and depression (P < 0.01) had a

진센터 수진자들이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가 전 인구집단을

statistically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night eating

대표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야식증후군 및 야식경향은 30대

tendency.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metabolic

미만 군에서 가장 많았지만 건강검진 대상자들은 보통 30대

indices according to night eating ten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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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식경향과 관련된 건강 위험요인 －

Conclusion: Night eating tendency is related to young

bulimia in the morbidly obese. Int J Eat Disord

age, current smoking, moderate to heavy alcohol drinking,

1986;5:143-8.

and mild depressive trait. Further studies involving a more

13. Rand CS, Macgregor AM, Stunkard AJ. The night

representative general population are needed to reveal the

eating syndrome in the general population and among

long-term clinical significances of NES.

postoperative obesity surgery patients. Int J Eat
Disord 1997;22:65-9.

Key words: night eating syndrome, night eating tendency,

14. Striegel-Moore RH, Dohm FA, Hook JM, Schreiber

evening hyperphagia, risk factors, metabolic index

GB,

Crawford

PB,

Daniels

SR.

Night

eating

syndrome in young adult women: prevalence and
correlates. Int J Eat Disord 2005;37: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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