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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스트레스와 비만과의 관계에서 음식갈망의 매개효과
김주연
대원대학교 간호학과

The Mediating Effects of Food Crav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Obesity in Elderly
Ju Yeun Kim
Department of Nursing, Daewon University College, Jecheon, Korea

Key messages
본 연구는 노인의 스트레스와 비만과의 관계에서 음식갈망의 역할을 확인하여, 궁극적으로는 노인의
적정 체중 관리를 위한 간호중재 개발 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대상자들의 평균
2
체질량지수는 23.95±3.79 kg/m 이었으며, 25.8%가 비만이었다. 노인 비만의 관련 요인은 연령, 성

별, 교육수준, 보유하고 있는 질환 수, 스트레스와 음식갈망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와 음식갈망, 비만
은 모두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노인의 스트레스와 비만과의 관계에서 음식갈망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
결과 음식갈망의 매개 효과가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비만 노인의 체중 관리 위해서 음식갈망에 초점을
둔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고, 노인의 음식갈망을 조절할 수 있는 간호 중재 개발이 필요하다.
중심단어: 스트레스, 음식갈망, 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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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food craving mediated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obesity in the elderly population.
Methods: A 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 was conducted. The participants included 256 elderly who
had been attending three geriatric welfare facilities in J city. Data were collected between 9th and 20th,
July 2018 with a structured questionnaire and body measurement. The measurements included
G-FCQ-T, SRI-MF, and BMI. The statistical analysis included t-test,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Cronbach's α, and mediation analysis with bootstrapping as recommended by Hayes’ PROCESS macro
(2016).
2
Results: Mean BMI score was 23.95±3.79 kg/m and the prevalence of obesity was 25.8%.
2
Significant difference were observed in the age (χ =19.54, p＜.001), gender (χ2=13.80, p＜ .001),
2
2
2
education (χ =7.43, p=.024), number of diseases (χ =12.69, p=.002), medication (χ =18.82, p＜
.001), stress (t=−2.57 p=.011), and food craving (t=−2.63 p=.003). Stress and food craving (r=.50, p
＜.001), food craving and obesity (r=.23, p＜.001), and obesity and stress (r=.28 p＜.001) were found
to be positively correlated with each other. Food craving was found to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obesity in the elderly population (B=0.38 (SE=0.19), 95% CI, [0.05, 0.79]).
Conclusions: We need therapeutic intervention with a focus on food craving for weight management in
obese elderly people and the development of a nursing intervention to control elderly food cra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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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노인 비만은 심혈관계 질환 및 당뇨병, 퇴행성 관절염, 치
매 등 많은 신체적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노인 건강문제와
고령자 진료비 증가의 중대한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Han
et al., 2011; Wang et al., 2018), 일상생활 기능 및 기동성

의 장애로 인한 사회적 활동의 제한을 초래하여 삶의 질을
저하한다(Hyun HS et al., 2013; Wang et al., 2018). 그러
므로 노인의 정상 체중 유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중재
마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노인 비만과 관련된 요인으
로는 식습관, 신체활동 정도, 사회적 관계, 통증 등(Hyun
HS et al., 2013; Wang et al., 2018)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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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으며, 스트레스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dam et al., 2007; Song YM et al., 2007; Torres
et al., 2007; Chao et al., 2015). 스트레스와 체질량 지수
(Body mass index, BMI)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는 체질량지수를 상승시킨다
고 하였으며(Torres et al., 2007; Chao et al., 2015), 신체
활동의 감소,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의 변화, 식습관의 변화,
수면시간 감소, 음식갈망 등이 인과요인으로 제시되었다
(Adam TS., 2007; Chao et al., 2015).
특히 최근 연구들에서 음식갈망이 비만 중재를 위한 주요
변수로 밝혀지고 있는데(Chao et al., 2014; Chao et al.,
2015; Kim JY, 2017a), 음식갈망이란 저항하기 어려운 특
정 음식을 먹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로 정의되며, 생리적이고
심리적인 방식으로 유발되고 표현될 수 있는 복합적으로 다
차원적인 현상이다(Pelchat, 2002). 대다수 사람들은 일정
시점에 음식갈망을 경험하고 있으며, 모든 음식갈망이 병리
적이지는 않지만 빈번한 음식갈망은 음식 섭취량을 증가시
키고 체질량지수의 상승과 관련이 있다(Phlchat, 2002;
Chao et al., 2015). 이를 뒷받침하는 생리적 이론에 의하면
음식갈망은 신체의 영양소와 에너지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신경생물학적 물질을 공급하기 위한 음식 성분에 대한 정신
자극 효과로서, 식량부족이 음식갈망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Phlchat, 2002). 음식갈망의 또 다른 이론은 스트레스와 같
은 기분과 정서 상태에 의해 음식갈망이 유발된다는 심리적
이론으로서, 높은 수준의 불안이나 스트레스 등을 경험할
때, 부정적 정서를 낮추려는 노력으로 폭식을 하게 되고
(Canetti et al., 2002; Macht, 2008), 건강한 음식보다는
인스턴트 음식이나 패스트푸드와 같은 정크푸드를 더 소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Canetti et al., 2002). 또한 스
트레스에 대처하는 생리적 기전으로 Hypothalamic–
pituitary–adrenocortical (HPA) axis에서 스테로이드 호르
몬인 Cortisol이 분비되어 먹는 갈망 행위를 조절한다는 것
이다(Adam et al., 2007; Torres et al., 2007). 이 이론에
따르면 급성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음식섭취가 일시적으로
감소할지라도 장기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면 Cortisol
의 작용이 증가하여 식욕 증진이 유발된다고 하였으며, 많은
선행연구에서 만성 스트레스와 음식갈망과의 관계가 입증되
었다(Adam et al., 2007; Torres et al., 2007; Chao et al.,
2015).
그런데 노인의 경우 노화 과정과 더불어 신체적 변화와
경제적 불안정, 사회와 가정 내에서의 역할변화로 인하여 신
체적, 정신적, 사회ㆍ문화적인 측면에서 만성적인 스트레스
에 노출되어 있지만(Bae JE et al., 2013; Wang et al.,
2018), 음식갈망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Pelchat, 1997; Potenza et al., 2014). 노인의 음식갈망이 감
소하는 원인으로 인지장애와 운동장애, 치아 문제 등으로 인
하여 식품선택과 섭취의 제한이 있고, 우울증이나 이환된 다
른 질병들로 인해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
다(Pelchat, 1997; Pelchat et al., 2000; Gougeo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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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또한 소금, 설탕 및 지방을 제한하는 특수식의 복용
과 미각과 후각의 감소는 음식을 섭취하는 즐거움과 동기부
여에 저해가 될 수 있다고 밝혀져 있다(Pelchat, 1997;
Payette et al., 2005). 하지만 일부의 선행연구에서는 음식
갈망이 신체의 영양소와 에너지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반응으로 유발된다면, 노인과 같이 경제적 요인이나 치아 문
제 등으로 섭취가 제한된 경우 더욱 빈번하게 음식에 대한
갈망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Nordstrom, 1982; Pelchat, 2002). 그리고 미각과 후각 기능의 감소는 음식으로
인한 자극이 감소하여 식욕과 체중이 감소하기도 하지만, 익
숙한 수준의 음식 자극으로 만족할 수 없는 노인의 경우 더
높은 수준의 갈망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Pelchat,
1997). 이처럼 노인의 음식갈망은 적정 체중 관리를 위한 중
요한 영양학적 고려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일관되지 않은 논
의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음식갈망에 대한 국내연구도 양극
성 장애 환자(Lee S et al., 2011), 당뇨 환자(Yu JH et al.,
2013), 혈액투석 환자(Kim JY, 2017a) 등 일부 환자군에서
만 확인되고 있으며, 스트레스와 비만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도 대부분 일반성인이나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Song YM, 2007; Kim JS et al., 2011). 그러므로 본
연구는 만성 스트레스에 빈번히 노출되어 있는 노인을 대상
으로 스트레스와 비만과의 관계에서 음식갈망의 잠재적 역
할을 확인하여 노인의 적정 체중 관리를 위한 간호중재 개발
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노인의 스트레스와 비만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음식갈망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관계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J 시에 소재한 3개의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재가 노인 중 치매나 정신과 질환 등으로 치료한 과거력이
있거나 현재 치료 중인 자, 뇌졸중, 심근경색, 간경화 또는
암 등의 중대한 내과 질환이 있는 자를 제외한 65세 이상
남녀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개인정보 수집과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는 총 268명이었으나, 이 중 체질량지수 18.5
2
kg/m 미만(n=13)을 제외하고 256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 연구 도구
1)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는 신체 계측에 의
한 체중과 신장을 측정한 결과를 이용하여 체중(kg)/신장
2
(m )으로 산출한다. WHO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비만 기준
(WHO, 2000)에 따라 18.5 이상 25 미만을 정상 체중군으
로, 25 이상을 비만군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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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트레스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Choi SM et al.(2006)이
Koh KB et al.(2000)의 도구를 보완하여 신뢰도와 타당도
를 검증한 스트레스 반응 척도 수정판(Stress Response
Inventory-Modified Form, SRI-MF)을 개발자에게 도구 사
용의 승낙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SRI-MF는 한국인의 언어
와 심리적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고 주요한 스트레스 주요
반응을 인지, 정서, 행동, 신체적 반응의 틀에서 다각도로 측
정한 장점이 있다. 또한 기존 척도의 대표성 및 설명력을 갖
는 문장들을 선정하여 단축형으로 제작하였고, 적절한 신뢰
도와 타당도를 보여주어 임상 장면에서 활용도를 높인 도구
이다. 문항구성은 감정, 인지, 신체, 행동 4가지 스트레스 반
응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의 22개 문항으로, ‘신체화’, ‘우울’,
‘분노’의 3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0점∼4점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할 수 있다. 총점은 0점∼88점의 범위를 지니
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반응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
다. 개발 당시 Cronbach's α=.93 이었으며(Koh KB et al.,
2000),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93이었다.
3) 음식갈망
음식 갈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일반적 음식갈망-특질
척도(General-Food Craving Questionnaire-Trait, GFCQ-T) (Nijs et al., 2007)를 Noh JH et al.(2008)이 한국
어로 번역 타당화한 도구를 저자에게 도구사용의 승낙을 구
한 후 사용하였다. G-FCQ-T는 한 개인이 시간이나 환경에
무관하게 경험하는 섭식 욕구를 평가하는 도구로서 1점부터
6점까지 평가하는 2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개의
하위요인은 음식이나 식사에 대한 강박적 몰두를 평가하는
‘음식에 대한 몰두(preoccupation with food)’ 6문항, 음식
단서에 노출되었을 때 먹는 행동을 멈추기 어려운 경향인
‘통제 상실(loss of control)’ 6문항, 음식을 먹는 것이 긍정
적 혹은 부정적 강화를 줄 것이라는 기대의 정도를 평가하는
’긍정적 결과 기대(positive outcome expectancy)’ 5문항,
그리고 부정적 정서를 경험했을 때 음식이 당기는 ‘정서적
갈망(emotional craving)’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Noh
JH et al.(200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7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92이었다.

4.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8년 7월 9일부터 7월 20일까
지 설문지조사와 신체 계측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연구 대상
자의 모집을 위하여 J 시에 위치한 노인복지관 3개소의 기관
장에게 연구계획서를 제공하고, 연구에 대한 목적과 방법 및
자료수집방법 등에 관해 설명한 후 연구 진행에 대한 승낙을
구하였다. 연구 진행이 허락된 후 연구참여자 모집공고 후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조사 및 신체 계측은 연구자에게 사전교육
을 받은 연구보조원 2명에 의해 시행되었다. 설문조사는 대
상자와 직접 면접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전자저울과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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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기를 이용하여 키와 체중을 측정하였다.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SPSS/WIN 22.0 program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비만, 스트레스, 음
식갈망의 정도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
였고, 노인 비만군과 정상체중군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스트레스와 음식갈망, 비만 정도의 차이는 independent
2
t-test, χ -test, Fisher’ exact test로 분석하였다. 측정 도
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한 내적 일관성은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였으며, 노인의 스트레스와 비만과의 관계
에서 음식갈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016)
의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서 비모수 재표본(nonparametric resampling) 방법으로 알려진 부트스트랩핑
(bootstrapping) 기법을 이용하였는데, 부트스트랩의 표본
수는 5,000개였으며, 신뢰구간은 95% 편의교정 신뢰구간
(bias-corrected confidence interval)을 이용하였다. 부트
스트래핑을 통해서 5,000개의 표본을 추출한다면 모든 표본
의 평균을 통해 ab의 크기가 추정되고, 5,000개의 ab 추정
치의 표준편차를 계산하여 표준오차를 추정하게 된다. 매개
효과의 유의도는 ab 표집분포에서 95%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로 판단한다. 만일 신뢰구간 내에 0
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p=.05수준에서 매개효과가 0가 다
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한 것으로 판정한다(Lee HE,
2014).

6.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 진행에 앞서 D대학의 기관 생명윤리위원회로부
터 연구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DUC-2018-06001-01). 대상자에게 연구목적 및 방법, 연구 참여에 대한
익명성 보장, 자발적인 연구 참여 동의와 거부, 중도 포기 기
능 및 발생 가능한 이익과 불이익,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
의를 포함한 내용을 구두와 서면으로 설명하였다. 연구의 설
문 조사 후 수집된 정보는 통계자료 처리 시 부호화하여 입
력하였으며, 수집 자료는 연구자 연구실의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였다. 연구논문이 인쇄자료로 발표된 후에는 모
두 분쇄폐기 처분하였다.

결

과

1. 비만군과 정상체중군의 일반적 특성의 차이
비만군과 정상체중군의 일반적 특성의 차이는 동거상태,
흡연 여부, 음주 상태와 운동 회수 및 시간은 통계적으로 유
2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연령(χ =19.54, p
2
2
＜.001), 성별(χ =13.80, p＜.001), 교육 정도(χ =7.43,
2
p=.024), 만성질환 이환 개수(χ =12.69, p=.002)와 복용 약
2
물의 수(χ =18.82,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Table 1).

218

Ju Yeun Kim

http://www.stressresearch.or.kr/

2. 비만, 스트레스, 음식갈망의 결과

3. 비만군과 정상체중군의 스트레스와 음식갈망의 차이

전체 대상자의 평균 체질량지수는 23.95±3.79 kg/m2이
며, 25.8% (66명)가 비만에 이환되어 있었다. 대상자의 스트
레스 점수는 17.70±18.53점이었으며, 하위 변수별로는 신
체화 7.50±8.06점, 우울 6.36±8.10점, 분노 3.84±4.30점
으로 나타났다. 음식갈망은 46.71±21.87점이었고, 하위변
수별로는 음식에 대한 몰두 11.82±7.02점, 통제 상실
12.94±7.05점, 긍정적 결과 기대 14.60±6.70점, 정서적
갈망 7.25±5.21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대상자의 스트레스 정도는 정상체중군에서 0.73±0.81,
비만군에서 1.03±0.91로 비만군의 스트레스 정도가 더 높
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57,
p=.011). 대상자의 음식갈망 역시 정상체중군에서 2.11±
0.96, 비만군에서 2.54±1.19로 비만군에서 음식갈망의 정
도가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63, p=
.003) (Table 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in normal weight and obese group (N=256)
Variables
Age

65∼74
≥75

Gender

Male
Female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Alone
Spouse
Spouse+child
Yes
No
No
Rare
often
0
1
≥2
0
1
≥2
0
1∼3
≥4
0
1
≥2

Education

Living
arrangement
Smoking
Drinking

Number of
chronic disease
Number of
medication
Exercise frequency
(number per week)
Exercise time
(hour per once)

Normal

Obese

n (%)

n (%)

2

Category
106
84
108
82
52
50
88
56
112
22
100
90
36
96
58
28
84
78
24
92
74
48
102
40
46
90
54

(55.8)
(44.2)
(56.8)
(43.2)
(27.4)
(26.3)
(46.3)
(29.5)
(58.9)
(11.6)
(52.6)
(47.4)
(18.9)
(50.6)
(30.6)
(14.7)
(44.2)
(41.1)
(12.6)
(48.5)
(38.9)
(25.3)
(53.7)
(21.0)
(24.2)
(47.4)
(28.4)

50
16
20
46
30
14
22
30
30
6
24
42
14
36
16
12
18
36
8
18
40
26
30
10
12
42
12

(75.8)
(24.2)
(30.3)
(69.7)
(45.5)
(21.2)
(33.3)
(45.5)
(45.5)
(9.0)
(36.4)
(63.6)
(21.2)
(54.5)
(24.3)
(18.2)
(27.3)
(54.5)
(12.1)
(27.3)
(60.6)
(39.4)
(45.4)
(15.2)
(18.2)
(63.6)
(18.2)

χ

p

19.54

.000

13.80

.000

7.43

.024

5.61

.061

0.84

.521

0.95

.621

12.69

.002

18.82

.000

4.90

.086

5.29

.071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study variables (N=256)
Variable
BMI
Normal
Obesity
Male
Female
Stress
Somatization
Depression
Anger
Food Craving
Preoccupation with food
Loss of control
Positive outcome expectancy
Emotional craving

n (%)
256
190
66
128
128
256
256
256
256
256
256
256
256
256

(100)
(74.2)
(25.8)
(50.0)
(5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Mean±SD

Min

Max

23.95±3.79
22.55±1.60
27.98±5.16
22.82±2.24
25.09±4.61
17.70±18.53
7.50±8.06
6.36±8.10
3.84±4.30
46.71±21.87
11.82±7.02
12.94±7.05
14.60±6.70
7.25±5.21

18.73
18.73
25.10
18.73
19.04
0
0
0
0
21
6
6
5
4

54.65
24.97
54.65
28.34
54.65
88
36
48
20
112
34
34
4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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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study variables in normal weight and obese group (N=256)
Normal

Obese

Mean±SD

Mean±SD

22.55±1.60
15.97±17.73
6.52±7.33
6.01±8.36
3.44±3.98
44.37±20.23
11.39±6.54
12.08±6.27
13.89±7.04
6.89±4.83

27.98±5.16
22.70±19.96
10.33±9.36
7.36±7.25
5.00±4.98
53.36±24.99
13.06±8.17
15.40±8.49
16.64±6.48
8.27±6.09

Variable
BMI
Stress
Somatization
Depression
Anger
Food Craving
Preoccupation with food
Loss of control
Positive outcome expectancy
Emotional craving

Table 4. Correlations among study variables (N=256)

Stress
Food Craving

t

p

−8.41
−2.57
−3.01
−1.17
−2.30
−2.63
−1.67
−2.90
−3.01
−1.20

.000
.011
.003
.243
.024
.003
.096
.005
.003
.235

Table 5. Mediating effect of food crav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BMI

Food Craving

BMI

r (p)

r (p)

.50 (＜.001)

.28 (＜.001)
.23 (＜.001)

Indirect effect
Bootstrap result
Causal steps approach
Step1:
Step2:
Step3:
Step4:

Total effect (path c)
Path a
Path b
Direct effect (Path c’)

M

SE

0.38

0.19

LL 95%CI UL 95%CI
0.05

0.79

B

SE

t

p

0.60
0.60
0.63
0.23

0.28
0.07
0.25
0.31

2.19
8.69
2.55
0.73

.030
.000
.012
.467

Bootstrap sample size=5,000.
B: un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CI: Confidence Interval, LL: lower
limit, UL: upper limit, M: mean, SE: standard error.
Adjusted for age, gender, education, Number of chronic disease and
medication.

Fig. 1. Mediating effect.

4. 비만, 스트레스, 음식갈망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비만과 스트레스, 음식갈망의 상관관계 결과 체
질량지수와 스트레스(r=.28, p＜.001), 스트레스와 음식갈망
(r=.50, p＜.001), 음식갈망과 체질량지수(r=.23, p＜.001)
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4).

5. 스트레스와 비만과의 관계에서 음식갈망의 매개효과
Hayes(2016)의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적용하여
스트레스(독립변수)와 체질량지수(종속변수)와의 관계에서
음식갈망의 매개 효과를 분석하였다. Fig. 1과 Table 5는 음
식갈망(매개변수)과 비만에 대한 비표준화 계수와 표준편차,
신뢰구간을 나타낸다. 먼저 스트레스는 음식갈망(Path a)
(B=0.60, SE=0.07, t=8.69, p＜.001)과 체질량지수(Path c)
(B=0.60, SE=0.28, t=2.19, p=.030)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나타났으나, 스트레스와 음식갈망을 동시에 회귀모
델에 투입하였을 때는 음식갈망은 체질량지수(Path b)에 유
의하였고(B=0.63, SE=0.25 t=2.55, p=.012), 스트레스는 체

질량지수(Path c’)에 더이상 유의하지 않았다(B=0.23, SE=
0.31 t=0.73, p=.467). 간접효과의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
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을 적용한 결과 스트레
스가 음식갈망을 거쳐 체질량지수로 가는 경로는 95% 편의
교정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음으로 스트레스와 체질
량지수의 관계에서 음식갈망의 매개 효과(B=0.38 (SE=
0.19), 95% CI, [0.05, 0.79])가 확인되었다.

고

찰

본 연구는 노인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확
인하고, 노인의 스트레스와 비만과의 관계에서 음식갈망의
역할을 규명하여 궁극적으로는 노인의 적정 체중 관리를 위
한 간호 중재 개발 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은 시에 거주하는 노인으로 평균 체질
2
량지수는 23.95±3.79 kg/m 이었고, 비만 유병률은 25.8%
로 조사 되었다. 이는 전국 조사로 이루어진 국민영양조사
(2018)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비만 유병률 34.4%와 노인실
태조사(2017)의 비만 유병률 29.5%보다 낮은 결과로서, 거
주지역에 의한 차이로 생각된다. 2016년 국민영양조사에서
도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동에 거주할 경우보다 비만 유
병률이 높았으며, 선행연구들에서도 농촌노인의 비만 유병
률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Yeom et al., 2009;
Kim MY et al., 2012). 그러므로 거주지역에 따른 건강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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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의 편차가 노년기의 특징임을 인지하고(Yeom JH,
2014),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비만관련 요인의 현황 파악
이 필요하다.
정상체중군과 비만군 간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65∼74세 군이 75세 이상 군보다 비만의 비율
이 높았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노인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만의 비율이 낮아진 선행연구들의 결과(Kim JS et al.,
2011; Kim MY et al., 2012; Kim JY, 2017b)와 일치한다.
이는 노화로 인한 신장의 저하와 체성분의 변화(Han et al.,
2011) 등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노인에서의 체
질량지수는 체지방 정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체질량지수의 연령대별 기준 정립이 필요하고, 노
인의 비만 평가를 위한 비만 지표의 개발과 기준 확립을 위
한 연구가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상체중군과 비만군 간의 일반적 특성의 차이를 보였던
또 다른 변수는 성별이었다. 성별은 비만의 강력한 예측변수
로서, 특히 노년기 여성은 폐경기 이후 에스트로젠 감소에
따른 체지방 분포 변화로 복부비만 및 내장지방의 증가가 가
속화된다(Han et al., 2011; Hallam et al., 2016)고 하였다.
그러나 Johansson et al.(2014)는 높은 체질량지수가 폐경
후 여성에서 에스트로젠 감소로 인한 뼈 손실 속도를 늦추는
데 효과가 있어, 골다공증이나 둔부 골절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Song et al.(2007)의 연구에서는 폐경기 이후
여성의 사망률이 오히려 저체중군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보
고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여성 노인의 체질량지수에 따른
장기적인 건강 결과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며, 간호 중재
적용 시 각별한 관심과 대처가 요구된다.
노인의 교육수준은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밝혀져 있고(Yeom et al., 2009; Kim MY, 2012), 본 연구
에서도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비만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교
육수준이 건강 관련 지식이나 건강 행위를 선택하는 생활 태
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비만은 질환의 유병과도 관련이 있었는데, 비만 노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질환 수와 복용 약물이 2개 이상인 비율이 높
았으며, 이는 비만이 심혈관계 질환 및 당뇨병, 퇴행성 관절
염이나 치매 등 많은 신체적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선행연구
들의 결과(Paytte et al., 2005; Han et al., 2011)를 뒷받침
하는 결과라 하겠다.
대상자의 스트레스와 음식갈망의 정도를 확인한 결과 스
트레스 점수는 17.70±18.53점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
과는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의 스트레스를 측정한 결과
가 없어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Choi SM et al.(2006)의 25.70±15.80점보다는 낮았다. 하
지만 노인의 스트레스는 일반 성인의 스트레스와 달리 노화
와 더불어 신체적 건강의 약화, 배우자 죽음, 수입 감소, 직
업과 지위의 상실, 노화로 인한 상실감과 고립감 등 심리, 사
회, 경제적인 영역 모두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 최소 몇 개월에서 수년에 이르는 기간에 노
출되어 있다(Bae SE et al. 2011). 하지만 스트레스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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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대부분의 도구는 지난 1개월 혹은 1주일의 경험이나
생활 사건을 측정하도록 개발되어 있고(Koh KB et al.,
2000; Choi SM et al., 2006), 본 연구에서도 지난 1주일
동안의 스트레스 반응을 확인하였으므로 만성적인 스트레스
에 노출된 노인의 스트레스 정도를 정확히 사정하기에 어려
움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노인이나 치매 환자를 돌
보는 보호자 등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된 대상자들
의 스트레스 수준을 포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급성 스트레스와 만성 스트레스가 체질량지
수와 신체에 미치는 결과가 다르므로(Adam et al., 2007;
Torres et al., 2007), 급성과 만성 스트레스를 구분하여 비
만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음식갈망은 46.71±21.87점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혈액투석 환자 53.00점(Kim
JY, 2017a), 양극성 장애 환자 53.51점(Lee et al., 2011),
대학생 52.28점(Noh JH et al., 2008)보다는 낮았지만, Lee
S et al.(2011)의 연구에서 대조군으로 설정된 일반성인(평
균연령 36.73세)의 47.17점과는 유사한 결과이다. 즉, 노인
의 음식갈망은 엄격한 식이 제한이나 약물의 영향을 받는 환
자군이나 청년보다는 낮을 수 있으나 일반성인과는 큰 차이
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동안 노인의 비만은 생존편향이
나 사망률, 아픈 노인이 의도하지 않은 체중감소 등을 이유
로 과대평가 되었다는 논의가 있었으나(Han TS., 2011),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의 음식갈망은 줄어들지 않으면서 기초
대사율과 호르몬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비만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노인의 체중 관리의 중요성을 지지
하는 결과라 하겠다. 또한 Yu JH et al.(2013)의 연구에서
당뇨병 환자군은 고지방 음식보다는 고탄수화물 음식에 대
한 욕구가 강했다고 보고하였고, Pelchat(1997)의 연구에서
는 젊은 여성이 노인 여성보다 초콜릿과 과자 등 당류에 갈
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노인의 음식갈망 수준
이 성인과 비슷하다면 음식갈망이 높아지는 식품도 일치하
는지 다양한 식품군을 포함하여 이를 확인하는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반면 Pelchat(2002)는 노인의 음식갈망이 유발되도록 자
극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영양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하였
으며, 그 이유 중 하나로 알코올 남용 등 음식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갈망이 대체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Chao et
al.(2014)의 연구에서도 음식갈망과 체질량지수가 음식섭취
량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면
서, 이는 음식갈망이 높다 하더라도 섭취하는 총 열량이 다
르거나 운동이나 신체활동 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며,
비만한 사람이 실제 섭취량보다 적게 보고했을 수 있다고 해
석하였다. 그러므로 노인 인구에서는 음식갈망이 높다 하더
라도 경제적, 물리적 이유로 섭취량이 감소하거나 다른 쪽으
로 갈망이 대체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65∼74세군보
다 상대적으로 빈곤하거나, 치아 상태가 불량할 것으로 예상
되는 75세 이상 고령 노인의 체질량지수가 더 낮게 나타났
다. 그러므로 추후 고령 인구에서 음식갈망과 음식 섭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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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질량지수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가 노인의 심리, 신
체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심도 있는 연구를 시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정상체중군과 비만군 간의 스트레스와 음식갈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비만군의 스트레스와 음식갈망의 점수가 정상
체중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스트레스, 음식
갈망, 비만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즉, 스트레
스와 음식갈망 모두 노인 비만과 관련이 높은 심리적 변수임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스트레스와 비만(Song YM, 2007;
Torres et al. 2007; Kim JS et al., 2011; Chao et al,
2014), 음식갈망과 비만 (Pelchat, 2002; Chao et al.,
2015; Hallam J et al., 2016)과의 관련성을 밝힌 많은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변수간의 관계
와 경로를 통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스트레스와 비만과
의 관계에서 음식갈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음식갈망은 스트레스와 비만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된 노
인은 높은 수준의 음식갈망을 경험하게 되어 비만이 될 확률
이 높아짐을 의미하고,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Cortisol의 증
가는 내장지방의 축적 외에 뇌의 보상 기전으로 식욕을 향상
시켜 체중증가를 일으킨다는 Reward Based Stress Eating
Model(Adam et al., 2007)을 뒷받침한다. 그러므로 스트레
스 관리와 음식갈망 조절은 비만 노인의 체중조절을 위해 고
려해야 할 중요한 변수이며, 특히 음식갈망에 초점을 둔 치
료적 개입이 필요하다.
음식갈망 중에서도 정상체중군과 비만군은 음식 단서에
노출되었을 때 먹는 행동을 멈추기 어려운 경향인 ‘통제 상
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통제 상실’은 고
열량 음식을 선호할 경우 높아지는 변수로 밝혀져 있으며
(Pelchat, 2002), 음식에 대한 통제가 상실되는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는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 스트레스와 부정적 정
서라고 보고되어 왔다(Canetti et al., 2002; Torres et al.,
2007). 그러므로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 고립감, 권태감
등 음식갈망을 유발하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관리는 결국 노
인의 신체적, 정신적 영역을 모두 충족시키는 중재방안이 될
것이다. 하지만 노인 인구에서의 건강관리의 초점은 만성질
환 관리와 신체적 기능상태에 집중되어 급식이나 신체 수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등에 더 큰 관심이 계속되고
있으며, 비만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역시 금연이
나, 운동, 적당한 알코올과 과일 섭취 등 보호적 생활 습관
채택 등에 대해서만 강조되고 있다(Kim JY, 2017b). 그러므
로 노인의 적정 체중 관리를 위해서는 생활습관의 변화와 더
불어 부정적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하
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상체중군과 비만군과 사이에서 차이를 보인 음식갈망의
또 다른 하위변수는 ‘긍정적 결과 기대’ 였다. 음식의 색깔이
나 형태와 같은 시각적 단서들은 학습되거나 혹은 내재된 상
태로 특정 맛에 대한 기대수준을 조정하여 맛 지각 과정에
관여하는데, 비만 집단의 경우는 시각적 단서에 대한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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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와 민감성, 주의편향이 높아진다고 하였다(Hur JW,
2017). 그런데 현대인들은 수많은 음식 광고와 고열량이면
서 영양가가 낮은 식품에 쉽게 노출되어 있으며, 외국에서는
이와 같은 환경을 ‘toxic food environment’라고 명명하고
담배광고를 제한하듯이 TV에서 에너지 고밀도의 제품에 대
한 광고를 제한하도록 하는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Boswell
et al., 2016). 비만이 노인 인구에서뿐 아니라 전 연령대에
서 건강악화와 진료비 증가의 중대한 원인임을 고려한다면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정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
외에도 음식갈망의 조절을 위한 중재 방법으로 인지행동치
료(Cognitive Behavioraltherapy, CBT) (Hay, 2013), 심상
치료(Mindfulness-Based Therapies, MBTs) (Katterman
et al., 2014) 등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으나 대부분 섭식장
애 또는 신경성 폭식증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를 확인한 요법
이다. 음식갈망과 폭식증은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지만, 나타
나는 현상과 요인의 차이가 존재하므로(Potenza et al.,
2014) 음식갈망을 경험하는 일반 성인이나 노인에게 이와
같은 중재방법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노인
의 음식갈망을 좀 더 심도 있게 확인하는 추후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근거로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국가적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상자
의 표집을 일부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으로 편의 표집 하
였으므로, 연구결과를 한국 노인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한
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스트레스와 비만, 음식갈
망의 관계에 대한 일반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무작위 반복연
구가 필요하다. 둘째, 음식갈망이 음식에 대한 다차원적인
심리적 욕구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횡단적 설계로 이루
어져 각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유추할 수 없다. 이러한 관계
의 방향성에 대한 더 많은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종단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스트레스와 비만과의 관계에 기여할
수 있는 먹는 행동과 신체 활동, 교감신경계 활성화 및 HPA
축의 기능변화 등을 포함한 잠재적 기전(Torres et al.,
2007)들이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만성 스트레스와 음
식갈망, 비만과 관련된 생리적 기전과 행동 변화에 대한 탐
색연구가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비만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 스트레스
가 음식갈망을 거쳐서 비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노인의 스트레스와 음식갈망, 비만과의 관계
를 설명하는 기제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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