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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교대근무자들의 규칙적인 신체활동이 심혈관계 위험요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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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o evalu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hift work term and risk factors for cardiovascular system,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112 people of a city company. If participants did aerobic exercise (over three times a week, over thirty
minutes a day during the past year), they were considered the exercise group. If they did not they were considered the
non-exercise group. The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13.0 and a t-test was performed. When we compared the exercise group with the non-exercise group, the values of Glucose, TC, LDL-C, BMI, BPS (risk factors for cardiovascular system) for the exercise group were low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other check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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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연구에서 교대근무의 문제점에 대해 여러 가지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교대근무를 함으로써 작업의 연속성, 효율성, 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적 이익의 증가를 얻을 수 있으나, 근로자들은 자신의 신체 및
일상생활의 리듬과는 맞지 않는 시간대에 근무함으로써 이에 따

기술적인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많은 나라에서 교대근무

른 건강상의 문제점을 경험하게 된다.

가 시행되고 있다. 교대작업(Shift work)이란 작업자들을 2개 반
이상으로 나누어 이들을 각기 다른 시간대에 근무하도록 함으로

특히 야간 작업자는 낮 근무자보다 수면시간 부족, 수면상태 불

써 전체 작업 시간을 늘리는 근로자 작업 조정 제도이다(Akerstedt

량, 지속적인 피로감을 호소하거나 잠들기 어려워하며(이언숙,

et al., 2002). 교대근무를 함으로써 고가의 기계를 연속적으로

2000), 불규칙한 식생활 및 식습관의 변화로 위염, 소화성 궤양,

가동하여 회전율을 높여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어 24시간 활동이

변비 등 소화기 계통 질환의 발병위험이 높게 나타난다(Gordon

필요한 자동차 제조업, 석유화학 등과 같은 주요 산업과 병원, 공

et al., 1986). 또한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부족 같은 생활습관 요

공기관 등과 같은 작업의 연속성이 필요한 서비스 영역에서 많이

소들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시행되고 있다. 박정선 등(1994)은 347개의 사업장을 무작위로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과 같은 생리적 변화 및 심혈관 질환과

추출한 조사에서 전체 제조업체의 20.2%가 교대작업을 실시하고

전반적 건강장애에 대한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다(van der Hulst,

있고, 제조업체 근로자의 25.1%가 교대 작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2003).
교대근무와 관련된 연구논문을 살펴보면 하미나(2001)는 3교

보고하였다.

대 근로자의 교대근무 시간과 혈압 및 심박수 변동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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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교대근무기간이 증가할수록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이 증가
한다고 보고하였고, 김윤규 등(2002)은 교대근무로 발생하는 수
면 장애는 식생활이나 신체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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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였다. 또한 Koller (1983)은 호주석유정제공장에서 근무하는

대상으로 인적사항 및 교대근무 유무, 근무 연수, 운동에 대한 내

교대근무자의 순환계 질환 유병률(19.9%)이 비교대 낮 근무자의

용을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으며, 운동의 경우 ACSM에서 제시

유병률(7.4%)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으며, 비교대

한 주 3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유산소운동을 사내 체육동아리

낮 근무자에 비해 교대근무자가 심근경색을 앓는 병력도 더 많다

또는 개별운동(수영, 등산, 속보, 조깅, 자전거)을 최근 1년간 지

고 발표하였다.

속적으로 실시한 경우 운동을 한 집단, 그렇지 않은 집단을 운동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교대작업과 같은 근무 형태가

을 하지 않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볼 수 있
다. 사회가 산업화되고 서구화됨에 따라 심혈관계 질환의 유병률

3. 측정 항목 및 방법

이 높아지고 있으며, 산업현장에서도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관심

1) BMI 및 혈압

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규칙적인 신체활동이 교대

모든 피험자는 측정 10시간 전까지 식사나 운동을 금한 후 반팔

근무자들의 심혈관계 위험인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

면 셔츠와 면 반바지 상태로 신장, 체중을 Inbody 3.0 (Biospace,

여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연구 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Korea)으로 측정하였으며,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두고 있다.

는 공식(kg/m2)에 의해 산출되었다. 혈압은 수은혈압계를 사용하
여 2회 반복 측정한 후 두 측정치의 평균값을 구하였다.

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로 변수 간의 시간변화에 따른 인과성을

2) 혈액채혈 및 분석방법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심혈관계 위험인자 중 독립적인 요인인 식

혈중 성분분석은 C대학병원 재활의학과 임상병리실에 의뢰하여

생활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휴근, 연장근로에 따른 다른 요인들을

실시하였으며 최소 10시간 이상 공복상태로 오른팔 주정맥에서

통제하지 못하였다. 연구 대상자 또한 1개 산업체의 생산직에 종

약 10 mL를 채혈하였다. 총 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 TC),

사하는 4조 3교대 남성근로자로 제한되어 연구결과를 모든 근로

중성지방(triglyceride, TG),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high den-

자에게 일반화하기 어렵다.

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 혈당(glucose)은 자동분
석기(Hitachi, japan)를 이용한 enzymatic colorimetric test로

연구 방법

측정하였으며, 저밀도 지단백콜레스테롤(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은 방정식(Fiedewald et al., 1972)을

1. 연구 대상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본 연구는 C도에 거주하고 있고 한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교대

이렇게 측정된 변수들은 미국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근무자로 7일 주기로 오전근무(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오후

Program (NCEP)의 Adult Treatment Panel III (ATP III)에서

근무(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야간근무(오후 10시부터 오전

처음으로 실용적인 진단기준으로 제시된 대사성 위험 요인의 변

6시까지)를 4조 3교대 형식의 근무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수들 중의 일부로 본 연구에서 활용하였다.

병력조사결과 당뇨병을 진단받았거나 혈당강하제 복용하는 자,
가족력이 있는 48명을 제외한 112명을 최종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에 참가한 연구 대상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4. 자료 처리
통계분석은 SPSS 13.0을 사용하였으며 운동유무에 따른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해서 Independent Sample t-test를 실시하였다.

2. 연구 절차

모든 항목에 대한 유의수준은 p=0.05로 설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2006년 1월에 사내건강검진에 참여한 근로자들을

결과 및 논의
Table 1. 대상자의 특성
구분
대상자
n=112

Height
(cm)

Weight
(kg)

Age
(yr)

Work
term

174.3±8.3

65.3±9.5

44.5±11.3

14.3±3.0

1. 혈당
교대근무자들의 운동 유무에 따른 혈당 차이는 Table 2에 나타
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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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총 콜레스테롤(mg/dL)

Table 2. 혈당(mg/dL)

혈당

M

유
(n=64)

무
(n=48)

t

p

104.18

123.77

-2.91

0.004**

35.59

33.94

SD

무
(n=48)

t

p

M

175.90

190.20

2.23

0.027*

SD

28.19

36.41

*p<0.05.

**p<0.01.
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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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운동유무에 따른 혈당 차이.

운동 무

Fig. 2. 운동유무에 따른 총 콜레스테롤 차이.

두 집단 간 혈당 차이는 Fig.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운동을 한 집

동이 TC의 농도를 감소시킨다고 하였고 김선호(2001)는 비만인

단은 104.18±35.59 mg/dL, 하지 않은 집단은 123.77±33.94

을 대상으로 10주간의 유산소 운동을 실시한 결과 22.5% 유의하

mg/dL로 나타나 운동을 한 집단이 낮게 나타났으며 집단 간 차

게 감소되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Ziogas 등(1997) 선행연

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 결과 p<0.05의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구들의 결과와 같이 운동집단이 운동을 하지 않은 집단보다 유의

나타냈다.

하게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혈당은 낮은 HDL-C의 수준과 연관되어 있으며, VLDL-C와
중성지방(TG)의 수준을 증가시킨다. 신선미(2005)는 성인남성들
을 대상으로 한 운동습관과 심혈관질환위험요인 변화에 대한 연
구에서 주 3-4회 운동이 당뇨병 유병률을 37.4%로 낮추며, 지속

3. 중성지방(Triglyceride, TG)
교대근무자들의 운동 유무에 따른 중성지방 차이는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적 운동습관이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또한 감소한다고

두 집단 간 TG 차이는 Fig.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운동을 한 집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규칙적인 신체활동이 혈당 조절에 효

단은 208.00±75.03 mg/dL, 하지 않은 집단은 250.13±44.41

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대근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mg/dL로 나타나 운동을 한 집단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

심혈관계 위험요인 변화에 규칙적인 운동이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간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으로 생각된다.

Scott (2000)은 교대근무가 혈중 지방치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고 보고하였다. 또한 Knutsson 등(1986)은 교대작업과 심혈관계

2. 총 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 TC)
교대근무자들의 운동 유무에 따른 콜레스테롤 차이는 Table 3
에 나타난 바와 같다.

위험인자의 관련성을 조사한 단면 연구에서 중성지방에 영향을
주는 비만, 음주, 연령을 보정한 뒤에도 교대작업자에서 중성지방
이 높고, 특히 교대근무에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노출된 경우 심

두 집단 간 TC 차이는 Fig.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운동을 한 집

혈관계 발생의 증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단은 175.90±28.19 mg/dL, 하지 않은 집단은 190.20±26.41

하였다. Tran 등(1983)은 meter 분석을 통해 장기간 유산소 운

mg/dL로 나타나 운동을 한 집단이 낮게 나타났으며 집단 간 차

동이 TG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

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 결과 p=0.05의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연구의 결과를 볼 때 교대근무로 인해 심혈관계 위험요인인 중성

나타냈다.

지방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

유산소 운동과 TC와 관계에서 Ziogas 등(1997)은 규칙적인 운

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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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중성지방(mg/dL)

TG

Table 5. HDL-C (mg/dL)

유
(n=64)

무
(n=48)

t

p

M

208.00

250.13

-1.34

0.181

SD

75.03

44.41

HDL

유
(n=64)

무
(n=48)

t

p

M

49.17

42.46

3.41

0.001**

SD

10.5

11.0

**p<0.01.
H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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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운동유무에 따른 중성지방 차이.

Fig. 4. 운동유무에 따른 HDL-C 차이.

4.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HDL)

5. LDL-C (Low density Lipoprotein, LDL)

교대근무자들의 운동 유무에 따른 HDL-C 차이는 Table 5에
나타난 바와 같다.

교대근무자들의 운동 유무에 따른 LDL-C 차이는 Table 6에
나타난 바와 같다.

두 집단 간 HDL-C 차이는 Fig.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운동을

두 집단 간 LDL-C 차이는 Fig.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운동을

한 집단은 49.17±10.5 mg/dL, 하지 않은 집단은 42.46±11.0

한 집단은 109.35±30.11 mg/dL, 하지 않은 집단은 124.52±

mg/dL로 나타나 운동을 한 집단이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 간 차

33.87 mg/dL로 나타나 운동을 한 집단이 낮게 나타났으며 집단

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 결과 p<0.05의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간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 결과 p<0.05의 수준에서 유의한 결

나타냈다.

과를 나타냈다.

장경태(2002)는 규칙적인 운동이 LDL-C 및 TG는 유의하게 감

총 콜레스테롤과의 관련된 위험인자는 LDL-C 농도로 설명된

소한 반면, HDL-C는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노상철(2003)

다. 산화된 LDL-C는 동맥경화증의 병인에 주요한 요인으로 추

은 교대근무자들의 가벼운 신체활동은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의

정된다(Pasternak et al., 1996).

위험요인에 영향을 미쳐 HDL-C 수준을 향상시키고, 혈압, 비만,

Wilson 등(1998)은 운동이 LDL-C를 감소시킨다고 하였고, 홍

혈당을 낮추어 준다고 하였다. 또한 Khot 등(2003)은 HDL-C가

완기(2007)는 10주간 유산소 운동이 혈중 LDL-C 농도를 2.7%

1 mg/dL 상승할 때마다 심혈관계질환 발생 위험은 2-3% 감소한

로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김선호(2001)도 유산소운동을 통한 혈

다고 보고하였다.

중 지질 변화에 있어서 운동이 LDL-C 농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본 연구 결과에서 또한 운동을 한 집단의 HDL-C 수준이 높게

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들과 같이 운동 집단

나타났다. 이는 낮은 LDL-C가 낮은 HDL-C 수준을 대체할 수

이 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LDL-C 농도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

없는 반면 높은 HDL-C는 높은 수준의 LDL-C의 위험성을 어느

다. 따라서 규칙적인 운동이 심혈관계질환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

정도 역전 시킬 수 있어 높은 혈중 HDL-C 유지가 심혈관질환의

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요한 예측인자로 볼 수 있다. 또한 높은 HDL-C는 LDL-C 산
화억제와 단핵구의 상피세포에 대한 결합을 방지함으로써 심혈관
계위험 요인을 감소 또는 지연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6. Body Mass Index (BMI)
교대근무자들의 운동 유무에 따른 BMI 차이는 Table 7에 나타
난 바와 같다.
두 집단 간 BMI 차이는 Fig.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운동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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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LDL-C (mg/dL)

LDL

Table 8. 수축기 혈압(mmHg)

유
(n=64)

무
(n=48)

t

p

M

109.35

124.52

2.457

0.016*

SD

30.11

33.87

무
(n=48)

t

p

M

128.29

134.84

2.37

0.020*

SD

15.83

13.37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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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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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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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운동유무에 따른 LDL-C 차이.

Fig. 7. 운동유무에 따른 BPS 차이.

Table 7. BMI (kg/m2)

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심혈관계 질환예방을

BMI

유
(n=64)

무
(n=48)

t

M

26.26

28.73

2.43

SD

4.71

5.99

p
0.016*

7. 수축기혈압(Blood Pressure Systolic, BPS)
교대근무자들의 운동 유무에 따른 수축기 혈압 차이는 Table 8

*p<0.05.

에 나타난 바와 같다.
두 집단 간 BPS 차이는 Fig.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운동을 한 집

BMI

단은 128.29±15.83 mmHg, 하지 않은 집단은 134.84±13.37

40

mmHg로 나타나 운동을 한 집단이 낮게 나타났으며 집단 간 차

30

(kg/m2)

위해서 규칙적인 신체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 결과 p<0.05의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20

나타냈다.
하미나(2001)는 교대근무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Systolic Blood

10
0

Pressure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고, 노
운동 유

운동 무

Fig. 6. 운동유무에 따른 BMI 차이.
2

집단은 26.26±4.71 kg/m , 하지 않은 집단은 28.73±5.99
2

상철(2006)은 초과근무에 따른 심혈관계 위험인자 간의 차이를 분
석한 결과 Glucose, Systolic Blood Pressure가 장시간 노동과
비초과 근무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신체

kg/m 로 나타나 운동을 한 집단이 낮게 나타났으며 집단 간 차이

활동과 혈압과 관련된 연구에서 전은영(2003)은 8주간 유산소성

에 대한 통계적 검증 결과 p<0.05의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

운동 참여가 고혈압 환자의 수축기 혈압을 감소시키는데 매우 효

타냈다.

과적이라고 하였고 전종귀(2003)는 장기간 지속적이고 다양한 유

Flanklin 등(1979)은 유산소운동을 주 4회의 빈도로 12주 동안

산소성 운동이 수축기 혈압을 5-20 mmHg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실시한 결과 체중이 2.6 kg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윤영숙

이러한 결과는 장기간 교대근무가 혈압상승이나 혈당 상승과

(2001)은 운동부족이 성인남성의 BMI 증가에 영향을 주며 규칙

같은 생리적 반응을 유발함으로써 심혈관질환 진행에 기여한다고

적으로 운동한 집단의 BMI 감소가 현저함을 나타냈다고 보고하

볼 수 있으며, 교대근무가 순환기능에 만성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였다. 교대근무에 따른 비만의 요인과 혈압상승의 요인은 상호 간

견해를 지지하는 소견으로도 볼 수 있다. 수축기 혈압상승은 L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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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단핵구를 포함하여 심혈관계 발생을 증가시키는 혈관상피조직
의 손상과 기능부전을 일으킨다. 따라서 교대근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혈압을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조절하여 심혈관계 위
험요인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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