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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ims to identify whether socioeconomic level of parents 

affects obesity of adolescents and whether the relations between 

adolescent's obesity and socioeconomic level of parents is similar to those 

of  advanced countries or developing countries. 

  For the study, we interviewed a total of 69,214 secondary and high 

school students using a short-answer type questionnaire on line at their 

computer rooms where Internet is available in September 2006. For a 

definition of obesity, we used height and weight of the subjects to calculate 

body mass index (kg/m
2
) and defined the subjects whose body mass index 

was more than 85 percentile as obesity with a use of the 2007 Infant and 

Adolescent Growth Chart. For the socioeconomic level of parents, we 

considered financial status perceived by the subjects and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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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al background.  

  As a result, we found that 14.2% of the boy students and 12.1% of the 

girl students had obesity, a means of 13.2%. For the financial status 

perceived by the subjects, the cross ratio of obesity in middle class was 

0.90(95% confidence interval, 0.84-0.97) based on boy students in upper 

class. As financial status was lower, obesity was significantly less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parents' educational 

background. For the girl students based on upper class in financial status, 

the cross ratio of obesity in lower class was 1.26 (95% confidence interval, 

1.14-1.38), which indicates that the lower financial status, the higher cross 

ratio. In respect to fathers' educational background based on college 

graduation, the cross ratio was 1.21(95% confidence interval, 1.11-1.33) 

when fathers were high school graduates, 1.30(95% confidence interval, 

1.13-1.50) when fathers were secondary school graduates, and 1.26(95% 

confidence interval, 1.08-1.47) when the subjects had no idea of 

educational background. As fathers' educational background was lower, the 

cross ratio of obesity was significantly higher. 

  In conclusion, the socioeconomic level had significant relations with 

obesity of adolescents. The boy subjects had more obesity when their 

family had higher social and economic level as seen in developing countries 

while the girl subjects had less obesity when their family had higher 

socioeconomic level, which was a tendency of advanced countrie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future projects to prevent obesity of 

adolescents should consider socioeconomic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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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 . . 서론서론서론서론

  비만은 신체의 구성 성분 중 지방조직의 비율이 증가한 상태로 급속한 경제성장

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식생활습관이 서구화 되면서 비만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

고 있는 추세이다[1,2]. 우리나라에서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의하면 성인 비

만 유병률이 1998년 26.3%, 2001년 30.6%, 2005년 31.8%로 점차 증가하고 있

고[3] 서울지역의 초ㆍ중ㆍ고등학생들 중 13세 남아의 체질량지수는 1979년 

18.4kg/m2에서 2002년 21.3kg/m2으로 증가하였으며 13세 여아는 1979년 

18.9kg/m2에서 2002년 20.5kg/m2으로 증가하였다[4].

  비만은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퇴행성 관절염, 요통, 담석증, 통풍 및 각종 암 

등 여러 가지 질환의 위험요인이다[5,6].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1997년 비만

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면서 25개국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비만은 질병에 미치

는 영향이 너무나 광범위 하지만 가장 무시되어온 보건학적 문제 중의 하나로 지

적한 것과 21세기에는 비만이 오늘날의 흡연만큼이나 중요한 건강상의 문제로 부

각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또한 WHO에서는 세계 인구의 약 12억을 과체중 인구

로 짐작하고 있다[7].

  비만은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하지만 특히 신체적, 정신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학령기 및 청소년기 때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9]. 이 시기에 발생

하는 비만은 약 80% 정도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성인 비만의 1/3 이상이 학동기와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11]. 우리나라 소아비만 유병률을 살펴보면 1~19세의 남자는 11.5%, 여자는 

9.7%였고 남자 10~14세의 유병률이 17.9%로 가장 높았으며 15~19세가 13.9%

였다. 여자는 15~19세의 유병률이 13.5%로 가장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

는 경향이었다[12].

  비만의 원인은 생활 습관이나 부적절한 식습관, 운동부족, 정신적인 문제, 유전적

인 요인, 내분비계 장애 등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고[13] 이처럼 비만은 한 가지 요인에서만 유발되는 것이 아니며 한 가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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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요소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14].

  비만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

부터 이미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비만의 발생에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고[15-17] 사회경제적 수준이 비만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

은 집단보다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비만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고하

고 있으며[18]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선진국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아질수록 비만한 사람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9]. 선진국의 경우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비만이 증가하는 이유는 값이 싼 높은 열량을 

가진 음식을 섭취하고 운동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부족하며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적 조건이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19] 

반면에 개발도상국의 경우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비만이 증가하는 이

유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고단백질이나 지방 중심의 식생활로 대체되고 산업화와 

기계화로 생활의 편리함이 신체활동의 부족으로 이어져 칼로리 양을 적절하게 소

모시키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9]. 우리나라는 사회경제적 수준

과 비만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일부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일관성 있는 결

과가 도출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청소년기부터 이미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

라 비만의 발생에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고[20] 비만이 전 세계적으로 큰 유행이 

되었고 지금까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보다 

악화될 것으로 보여[21] 사회경제적 수준과 청소년 비만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청소

년이 인지한 부모의 경제적 상태와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비만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 청소년의 비만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과의 관련성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중 어느 경향과 일치하는지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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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 . . 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

A. A. A. A. 연구대상연구대상연구대상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시행한 「2006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

인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은 13세에서 18세의 우리나라 청소

년을 모집단으로 하여 2006년 9월 기준 중ㆍ고등학교 재학생에서 추출된 전국단

위 표본인구이다. 시ㆍ도로 층화하여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집락으로서 할당된 표

본배분결과를 기준으로 조사모집단 내의 학교 명부를 정렬한 후 계통추출법으로 

선정한 중학교 400개교, 고등학교 400개교에서 학년별 학급별 학생수와 특성을 파

악한 후 학교당 학년별로 1개 학급을 표본학급으로 선정하여 학급의 학생전원을 

표본학생으로 선정하였다. 단, 장기결석, 문자해독 불가 학생, 전학, 자퇴 및 퇴학 

등은 표본학생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 대상자는 남학생 37,204명, 여학생 34,200명, 총 71,404명으로 설문

에 불충분하게 응답한 남학생 1,392명, 여학생 798명, 총 2,190명을 제외한 

69,214명이 최종 분석에 사용한 대상자이다(그림 1).

2006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남학생 37,204

2006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여학생 34,200

전체 추출대상 : 71,404

분석 대상 : 69,214(96.9%)

제외 대상(3.1%)
남학생 1,392  여학생 798
- 입력이 불충분한 설문

2006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남학생 37,204

2006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여학생 34,200

전체 추출대상 : 71,404

분석 대상 : 69,214(96.9%)

제외 대상(3.1%)
남학생 1,392  여학생 798
- 입력이 불충분한 설문

그림 1. 연구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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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B. 자료 자료 자료 자료 수집 수집 수집 수집 방법방법방법방법

  2006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는 인터넷이 가능한 학교 컴퓨터실에서 자기

기입식 온라인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는 조사지원 담당교사가 홈페이지에서 표

본학급 학생 수만큼 인증번호를 생성하여 조사 직전 학생들에게 배부하였으며 학

생은 홈페이지에서 인증번호로 로그인하여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일

반적 특성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 건강관련행태 특성으로 이루어졌다. 일반적 

특성은 학년, 학업성적, 부모와 동거여부, 거주 지역으로 구분하였고 부모의 사회경

제적 수준은 주관적 경제상태와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으로 구분하였으며 건강

관련행태 특성은 아침식사 섭취빈도, 패스트푸드 섭취빈도, 신체활동단계, 주중 앉

아서 보낸 여가시간, 주말 앉아서 보낸 여가시간, 수면시간, 지난달 음주일, 지난달 

흡연일로 구분하였다.

C. C. C. C. 변수의 변수의 변수의 변수의 정의정의정의정의

1. 독립변수

  학업성적은 ‘상’, ‘중상’, ‘중’, ‘중하’, ‘하’ 5단계로 대답하게 한 후 ‘상위그룹’, ‘중

위그룹’, ‘하위그룹’으로 재분류하였고 건강상태인지는 ‘매우 건강한편’, ‘건강한편’, 

‘보통’, ‘건강하지 못한 편’,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 5단계로 대답하게 한 후 ‘건

강’, ‘보통’, ‘불건강’으로 재분류하였다. 아침식사 섭취빈도는 섭취일에 따라 ‘식사

하지 않음’, ‘주 1번 이상’, ‘매일’로 구분하였고, 패스트푸드 섭취빈도 또한 섭취일

에 따라 ‘먹지않음’, ‘주 1번 이상’, ‘매일’로 재분류하였다. 신체활동단계는 격렬한 

신체활동 문항과 중등도 신체활동 문항을 ‘신체활동을 한적 없음’, ‘주 1일’, ‘주 2

일’, ‘주 3일’, ‘주 4일’, ‘주 5일 이상’ 6단계로 대답하게 한 후 ‘전혀’, ‘가끔’, ‘자

주’로 재분류하였다. 주관적 경제상태는 ‘상’, ‘중상’, ‘중’, ‘중하’, ‘하’ 5단계로 대답

하게 한 후 ‘상위층’, ‘중위층’, ‘하위층’으로 재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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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비만유무는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여 체질량지수(kg/m2)를 

계산하였고, 2007년 소아 및 청소년 표준 성장도표[22]를 이용하여 성ㆍ연령별로 

체질량지수 85백분위수 이상을 비만으로 분류하였다.

D. D. D. D. 자료 자료 자료 자료 분석 분석 분석 분석 방법방법방법방법

  통계 프로그램은 SPSS version 12.0을 이용하였다. 사용한 통계적 분석방법은 

남학생과 여학생을 따로 분석하였고 일반적 특성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 건강

관련행태 특성에 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체질량지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기술하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비만과의 관련성은 카이제곱검정을 이용하여 단순분

석을 하였고 이러한 단순분석에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변수들을 보정한 상태에

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비만의 관련성은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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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 . . 연구결과연구결과연구결과연구결과

A. A. A. A.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특성 특성 특성 특성 분포분포분포분포

1. 1. 1. 1.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특성특성특성특성

  연구대상자는 총 69,214명 중 남학생은 35,812명(51.7%), 여학생은 33,402명

(48.3%)으로 학년별 구성을 보면 ‘중 1’ 남학생 18.5%, 여학생 17.5%, ‘중 2’ 남

학생 17.2%, 여학생 17.4%, ‘중 3’ 남학생 16.9%, 여학생 17.1%, ‘고 1’ 남학생 

16.2%, 여학생 16.3%, ‘고 2’ 남학생 16.2%, 여학생 15.9%, ‘고 3’ 남학생 

14.9%, 여학생 15.8%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학업성적은 상위그룹이 남학생 39.3%, 여학생 38.8%로 가장 높았고, 부모와의 

동거여부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부모님과 모두 함께 산다고 응답한 경우가 80% 

이상이었으며 거주 지역은 대도시가 가장 많았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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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표 표 표 1. 1. 1. 1.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특성특성특성특성

    변수변수변수변수
남학생남학생남학생남학생

(n=35,812)(n=35,812)(n=35,812)(n=35,812)

여학생여학생여학생여학생

(n=33,402)(n=33,402)(n=33,402)(n=33,402)

합계합계합계합계

(n=69,214)(n=69,214)(n=69,214)(n=69,214)
p-p-p-p-값값값값

학년학년학년학년

중 중 중 중 1111 6,642(18.5)6,642(18.5)6,642(18.5)6,642(18.5) 5,832(17.5)5,832(17.5)5,832(17.5)5,832(17.5) 12,474(18.0)12,474(18.0)12,474(18.0)12,474(18.0) 0.0010.0010.0010.001

중 중 중 중 2222 6,175(17.2)6,175(17.2)6,175(17.2)6,175(17.2) 5,820(17.4)5,820(17.4)5,820(17.4)5,820(17.4) 11,995(17.3)11,995(17.3)11,995(17.3)11,995(17.3)

중 중 중 중 3333 6,070(16.9)6,070(16.9)6,070(16.9)6,070(16.9) 5,715(17.1)5,715(17.1)5,715(17.1)5,715(17.1) 11,785(17.0)11,785(17.0)11,785(17.0)11,785(17.0)

고 고 고 고 1111 5,805(16.2)5,805(16.2)5,805(16.2)5,805(16.2) 5,446(16.3)5,446(16.3)5,446(16.3)5,446(16.3) 11,251(16.3)11,251(16.3)11,251(16.3)11,251(16.3)

고 고 고 고 2222 5,792(16.2)5,792(16.2)5,792(16.2)5,792(16.2) 5,320(15.9)5,320(15.9)5,320(15.9)5,320(15.9) 11,112(16.1)11,112(16.1)11,112(16.1)11,112(16.1)

고 고 고 고 3333 5,328(14.9)5,328(14.9)5,328(14.9)5,328(14.9) 5,269(15.8)5,269(15.8)5,269(15.8)5,269(15.8) 10,597(15.3)10,597(15.3)10,597(15.3)10,597(15.3)

학업성적학업성적학업성적학업성적

상위그룹상위그룹상위그룹상위그룹     14,083(39.3)14,083(39.3)14,083(39.3)14,083(39.3)     12,962(38.8)12,962(38.8)12,962(38.8)12,962(38.8)     27,045(39.1)27,045(39.1)27,045(39.1)27,045(39.1) 0.0220.0220.0220.022

중위그룹중위그룹중위그룹중위그룹     9,657(27.0)9,657(27.0)9,657(27.0)9,657(27.0)     9,320(27.9)9,320(27.9)9,320(27.9)9,320(27.9)     18,977(27.4)18,977(27.4)18,977(27.4)18,977(27.4)

하위그룹하위그룹하위그룹하위그룹     12,072(33.7)12,072(33.7)12,072(33.7)12,072(33.7)     11,120(33.3)11,120(33.3)11,120(33.3)11,120(33.3)     23,192(33.5)23,192(33.5)23,192(33.5)23,192(33.5)

부모와 부모와 부모와 부모와 동거여부동거여부동거여부동거여부

부모님 부모님 부모님 부모님 모두 모두 모두 모두 함께함께함께함께     30,315(84.7)30,315(84.7)30,315(84.7)30,315(84.7)     28,378(85.0)28,378(85.0)28,378(85.0)28,378(85.0)     58,693(84.8)58,693(84.8)58,693(84.8)58,693(84.8) 0.0010.0010.0010.001

아버지하고만아버지하고만아버지하고만아버지하고만     1,736( 1,736( 1,736( 1,736( 4.8)4.8)4.8)4.8)     1,419( 1,419( 1,419( 1,419( 4.2)4.2)4.2)4.2)     3,155( 3,155( 3,155( 3,155( 4.6)4.6)4.6)4.6)

어머니하고만어머니하고만어머니하고만어머니하고만     2,598( 2,598( 2,598( 2,598( 7.3)7.3)7.3)7.3)     2,550( 2,550( 2,550( 2,550( 7.6)7.6)7.6)7.6)     5,148( 5,148( 5,148( 5,148( 7.4)7.4)7.4)7.4)

모두 모두 모두 모두 함께 함께 함께 함께 살지 살지 살지 살지 않음않음않음않음     1,163( 1,163( 1,163( 1,163( 3.2)3.2)3.2)3.2)     1,055( 1,055( 1,055( 1,055( 3.2)3.2)3.2)3.2)     2,218( 2,218( 2,218( 2,218( 3.2)3.2)3.2)3.2)

거주 거주 거주 거주 지역지역지역지역

군지역군지역군지역군지역     5,352(14.9)5,352(14.9)5,352(14.9)5,352(14.9)     4,959(14.8)4,959(14.8)4,959(14.8)4,959(14.8)     10,311(14.9)10,311(14.9)10,311(14.9)10,311(14.9) <0.001<0.001<0.001<0.001

중소도시중소도시중소도시중소도시     11,770(32.9)11,770(32.9)11,770(32.9)11,770(32.9)     11,698(35.0)11,698(35.0)11,698(35.0)11,698(35.0)     23,468(33.9)23,468(33.9)23,468(33.9)23,468(33.9)

대도시대도시대도시대도시     18,690(52.2)18,690(52.2)18,690(52.2)18,690(52.2)     16,745(50.1)16,745(50.1)16,745(50.1)16,745(50.1)     35,435(51.2)35,435(51.2)35,435(51.2)35,435(51.2)

    * * * * 단위 단위 단위 단위 : : : : 명명명명(%)(%)(%)(%)

2. 2. 2. 2. 비만율비만율비만율비만율

  체질량지수는 남학생이 평균 20.94kg/m2, 여학생이 20.27kg/m2이었고 비만율은 

남학생이 14.2%, 여학생이 12.1%로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비만율이 조금 높았다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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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표 표 표 2. 2. 2. 2.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비만율비만율비만율비만율

    변수변수변수변수
남학생남학생남학생남학생

(n=35,812)(n=35,812)(n=35,812)(n=35,812)

여학생여학생여학생여학생

(n=33,402)(n=33,402)(n=33,402)(n=33,402)

합계합계합계합계

(n=69,214)(n=69,214)(n=69,214)(n=69,214)
p-p-p-p-값값값값

체질량지수체질량지수체질량지수체질량지수(kg/m(kg/m(kg/m(kg/m
2222)))) 22220000....99994444±±±±3333....44444444 22220000....22227777±±±±2222....88882222 22220000....66662222±±±±3333....11118888 <0.001<0.001<0.001<0.001

비만유무비만유무비만유무비만유무

정상정상정상정상 30,728(85.8)30,728(85.8)30,728(85.8)30,728(85.8) 29,354(87.9)29,354(87.9)29,354(87.9)29,354(87.9) 60,082(86.8)60,082(86.8)60,082(86.8)60,082(86.8) <0.001<0.001<0.001<0.001

비만비만비만비만 5,084(14.2)5,084(14.2)5,084(14.2)5,084(14.2) 4,048(12.1)4,048(12.1)4,048(12.1)4,048(12.1) 9,132(13.2)9,132(13.2)9,132(13.2)9,132(13.2)

    * * * * 단위 단위 단위 단위 : : : : 명명명명(%) (%) (%) (%) 또는 또는 또는 또는 평균평균평균평균±±±±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3. 3. 3. 3. 부모의 부모의 부모의 부모의 사회경제적 사회경제적 사회경제적 사회경제적 수준수준수준수준

  주관적 경제상태는 중위층이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45.5%, 50.2%로 가장 높았

고 아버지 학력은 고졸이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39.9%, 44.0%로 가장 높았으며 

어머니 학력 또한 고졸이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49.3%, 55.2%로 가장 높았다(표 3).

    표 표 표 표 3. 3. 3. 3.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부모의 부모의 부모의 부모의 사회경제적 사회경제적 사회경제적 사회경제적 수준수준수준수준

    변수변수변수변수
남학생남학생남학생남학생

(n=35,812)(n=35,812)(n=35,812)(n=35,812)

여학생여학생여학생여학생

(n=33,402)(n=33,402)(n=33,402)(n=33,402)

합계합계합계합계

(n=69,214)(n=69,214)(n=69,214)(n=69,214)
p-p-p-p-값값값값

주관적 주관적 주관적 주관적 경제상태경제상태경제상태경제상태

상위층상위층상위층상위층     11,503(32.1)11,503(32.1)11,503(32.1)11,503(32.1)     8,700(26.0)8,700(26.0)8,700(26.0)8,700(26.0)     20,203(29.2)20,203(29.2)20,203(29.2)20,203(29.2) <0.001<0.001<0.001<0.001

중위층중위층중위층중위층     16,306(45.5)16,306(45.5)16,306(45.5)16,306(45.5)     16,766(50.2)16,766(50.2)16,766(50.2)16,766(50.2)     33,072(47.8)33,072(47.8)33,072(47.8)33,072(47.8)

하위층하위층하위층하위층     8,003(22.3)8,003(22.3)8,003(22.3)8,003(22.3)     7,936(23.8)7,936(23.8)7,936(23.8)7,936(23.8)     15,939(23.0)15,939(23.0)15,939(23.0)15,939(23.0)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학력학력학력학력

중졸이하중졸이하중졸이하중졸이하 3,348( 3,348( 3,348( 3,348( 9.3)9.3)9.3)9.3) 3,209( 3,209( 3,209( 3,209( 9.6)9.6)9.6)9.6) 6,557( 6,557( 6,557( 6,557( 9.5)9.5)9.5)9.5) <0.001<0.001<0.001<0.001

고졸고졸고졸고졸 14,303(39.9)14,303(39.9)14,303(39.9)14,303(39.9) 14,696(44.0)14,696(44.0)14,696(44.0)14,696(44.0) 28,999(41.9)28,999(41.9)28,999(41.9)28,999(41.9)

대졸이상대졸이상대졸이상대졸이상 12,583(35.1)12,583(35.1)12,583(35.1)12,583(35.1) 11,865(35.5)11,865(35.5)11,865(35.5)11,865(35.5) 2,448(35.3)2,448(35.3)2,448(35.3)2,448(35.3)

모름모름모름모름 5,578(15.6)5,578(15.6)5,578(15.6)5,578(15.6) 3,632(10.9)3,632(10.9)3,632(10.9)3,632(10.9) 9,210(13.3)9,210(13.3)9,210(13.3)9,210(13.3)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학력학력학력학력

중졸이하중졸이하중졸이하중졸이하 3,738(10.4)3,738(10.4)3,738(10.4)3,738(10.4) 3,879(11.6)3,879(11.6)3,879(11.6)3,879(11.6) 7,617(11.0)7,617(11.0)7,617(11.0)7,617(11.0) <0.001<0.001<0.001<0.001

고졸고졸고졸고졸 17,646(49.3)17,646(49.3)17,646(49.3)17,646(49.3) 18,448(55.2)18,448(55.2)18,448(55.2)18,448(55.2) 36,094(52.1)36,094(52.1)36,094(52.1)36,094(52.1)

대졸이상대졸이상대졸이상대졸이상 8,225(23.0)8,225(23.0)8,225(23.0)8,225(23.0) 7,485(22.4)7,485(22.4)7,485(22.4)7,485(22.4) 15,710(22.7)15,710(22.7)15,710(22.7)15,710(22.7)

모름모름모름모름 6,203(17.3)6,203(17.3)6,203(17.3)6,203(17.3) 3,590(10.7)3,590(10.7)3,590(10.7)3,590(10.7) 9,793(14.1)9,793(14.1)9,793(14.1)9,793(14.1)

    * * * * 단위 단위 단위 단위 : : : : 명명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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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4. 건강관련행태 건강관련행태 건강관련행태 건강관련행태 특성특성특성특성

  아침식사 섭취빈도는 매일한다 라고 응답한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56.5%, 

51.6%로 50%이상이 아침식사를 하는 것으로 보였고 패스트푸드 섭취빈도는 남학

생 63.7%, 여학생 65.6%로 주 1번 이상이 가장 높았다. 신체활동단계는 남학생은 

46.5%로 자주가 가장 높았고 여학생은 50.1%로 가끔이 가장 높았으며 주중 앉아

서 보낸 여가시간과 주말 앉아서 보낸 여가시간은 남학생 여학생 모두 4시간 미만

이 가장 높았다. 수면시간은 남학생이 50.5%, 여학생이 48.0%로 8시간 미만이 가

장 높았고 지난달 음주일과 지난달 흡연일은 남학생 여학생 모두 마시지 않음과 

피우지 않음이 가장 높았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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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표 표 표 4. 4. 4. 4.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건강관련행태건강관련행태건강관련행태건강관련행태

    변수변수변수변수
남학생남학생남학생남학생

(n=35,812)(n=35,812)(n=35,812)(n=35,812)

여학생여학생여학생여학생

(n=33,402)(n=33,402)(n=33,402)(n=33,402)

합계합계합계합계

(n=69,214)(n=69,214)(n=69,214)(n=69,214)
p-p-p-p-값값값값

아침식사 아침식사 아침식사 아침식사 섭취빈도섭취빈도섭취빈도섭취빈도

식사하지 식사하지 식사하지 식사하지 않음않음않음않음 4,615(12.9)4,615(12.9)4,615(12.9)4,615(12.9) 4,474(13.4)4,474(13.4)4,474(13.4)4,474(13.4) 9,089(13.1)9,089(13.1)9,089(13.1)9,089(13.1) <0.001<0.001<0.001<0.001

가끔가끔가끔가끔 10,966(30.6)10,966(30.6)10,966(30.6)10,966(30.6) 11,707(35.0)11,707(35.0)11,707(35.0)11,707(35.0) 22,673(32.8)22,673(32.8)22,673(32.8)22,673(32.8)

매일매일매일매일 20,231(56.5)20,231(56.5)20,231(56.5)20,231(56.5) 17,221(51.6)17,221(51.6)17,221(51.6)17,221(51.6) 37,452(54.1)37,452(54.1)37,452(54.1)37,452(54.1)

패스트푸드 패스트푸드 패스트푸드 패스트푸드 섭취빈도섭취빈도섭취빈도섭취빈도

먹지 먹지 먹지 먹지 않음않음않음않음 11,528(32.2)11,528(32.2)11,528(32.2)11,528(32.2) 10,513(31.5)10,513(31.5)10,513(31.5)10,513(31.5) 22,041(31.8)22,041(31.8)22,041(31.8)22,041(31.8) <0.001<0.001<0.001<0.001

주 주 주 주 1111번 번 번 번 이상이상이상이상 22,819(63.7)22,819(63.7)22,819(63.7)22,819(63.7) 21,904(65.6)21,904(65.6)21,904(65.6)21,904(65.6) 44,723(64.6)44,723(64.6)44,723(64.6)44,723(64.6)

매일매일매일매일 1,465( 1,465( 1,465( 1,465( 4.1)4.1)4.1)4.1) 985( 985( 985( 985( 2.9)2.9)2.9)2.9) 2,450( 2,450( 2,450( 2,450( 3.5)3.5)3.5)3.5)

신체활동단계신체활동단계신체활동단계신체활동단계

전혀전혀전혀전혀 4,084(11.4)4,084(11.4)4,084(11.4)4,084(11.4) 10,459(31.3)10,459(31.3)10,459(31.3)10,459(31.3) 14,543(21.0)14,543(21.0)14,543(21.0)14,543(21.0) <0.001<0.001<0.001<0.001

가끔가끔가끔가끔 15,093(42.1)15,093(42.1)15,093(42.1)15,093(42.1) 16,731(50.1)16,731(50.1)16,731(50.1)16,731(50.1) 31,824(46.0)31,824(46.0)31,824(46.0)31,824(46.0)

자주자주자주자주 16,635(46.5)16,635(46.5)16,635(46.5)16,635(46.5) 6,212(18.6)6,212(18.6)6,212(18.6)6,212(18.6) 22,847(33.0)22,847(33.0)22,847(33.0)22,847(33.0)

주중 주중 주중 주중 앉아서 앉아서 앉아서 앉아서 보낸보낸보낸보낸

    여가시간여가시간여가시간여가시간

1111시간 시간 시간 시간 미만미만미만미만 7,196(20.1)7,196(20.1)7,196(20.1)7,196(20.1) 6,927(20.7)6,927(20.7)6,927(20.7)6,927(20.7) 14,123(20.4)14,123(20.4)14,123(20.4)14,123(20.4) <0.001<0.001<0.001<0.001

4444시간 시간 시간 시간 미만미만미만미만 22,713(63.4)22,713(63.4)22,713(63.4)22,713(63.4) 20,697(62.0)20,697(62.0)20,697(62.0)20,697(62.0) 43,410(62.7)43,410(62.7)43,410(62.7)43,410(62.7)

4444시간 시간 시간 시간 이상이상이상이상 5,903(16.5)5,903(16.5)5,903(16.5)5,903(16.5) 5,778(17.3)5,778(17.3)5,778(17.3)5,778(17.3) 11,681(16.9)11,681(16.9)11,681(16.9)11,681(16.9)

주말 주말 주말 주말 앉아서 앉아서 앉아서 앉아서 보낸보낸보낸보낸

    여가시간여가시간여가시간여가시간

1111시간 시간 시간 시간 미만미만미만미만 5,304(14.8)5,304(14.8)5,304(14.8)5,304(14.8) 4,449(13.3)4,449(13.3)4,449(13.3)4,449(13.3) 9,753(14.1)9,753(14.1)9,753(14.1)9,753(14.1) <0.001<0.001<0.001<0.001

4444시간 시간 시간 시간 미만미만미만미만 21,229(59.3)21,229(59.3)21,229(59.3)21,229(59.3) 19,192(57.5)19,192(57.5)19,192(57.5)19,192(57.5) 40,421(58.4)40,421(58.4)40,421(58.4)40,421(58.4)

4444시간 시간 시간 시간 이상이상이상이상 9,279(25.9)9,279(25.9)9,279(25.9)9,279(25.9) 9,761(29.2)9,761(29.2)9,761(29.2)9,761(29.2) 19,040(27.5)19,040(27.5)19,040(27.5)19,040(27.5)

수면시간수면시간수면시간수면시간

6666시간 시간 시간 시간 미만미만미만미만 13,891(38.8)13,891(38.8)13,891(38.8)13,891(38.8) 13,887(41.6)13,887(41.6)13,887(41.6)13,887(41.6) 27,778(40.1)27,778(40.1)27,778(40.1)27,778(40.1) <0.001<0.001<0.001<0.001

8888시간 시간 시간 시간 미만미만미만미만 18,076(50.5)18,076(50.5)18,076(50.5)18,076(50.5) 16,045(48.0)16,045(48.0)16,045(48.0)16,045(48.0) 34,121(49.3)34,121(49.3)34,121(49.3)34,121(49.3)

8888시간 시간 시간 시간 이상이상이상이상 3,845(10.7)3,845(10.7)3,845(10.7)3,845(10.7) 3,470(10.4)3,470(10.4)3,470(10.4)3,470(10.4) 7,315(10.6)7,315(10.6)7,315(10.6)7,315(10.6)

지난달 지난달 지난달 지난달 음주일음주일음주일음주일

마시지 마시지 마시지 마시지 않음않음않음않음 24,903(69.5)24,903(69.5)24,903(69.5)24,903(69.5) 24,344(72.9)24,344(72.9)24,344(72.9)24,344(72.9) 49,247(71.2)49,247(71.2)49,247(71.2)49,247(71.2) <0.001<0.001<0.001<0.001

10101010일 일 일 일 미만미만미만미만 8,976(25.1)8,976(25.1)8,976(25.1)8,976(25.1) 7,981(23.9)7,981(23.9)7,981(23.9)7,981(23.9) 16,957(24.5)16,957(24.5)16,957(24.5)16,957(24.5)

매일매일매일매일 1,933( 1,933( 1,933( 1,933( 5.4)5.4)5.4)5.4) 1,077( 1,077( 1,077( 1,077( 3.2)3.2)3.2)3.2) 3,010( 3,010( 3,010( 3,010( 4.3)4.3)4.3)4.3)

지난달 지난달 지난달 지난달 흡연일흡연일흡연일흡연일

피우지 피우지 피우지 피우지 않음않음않음않음 30,263(84.5)30,263(84.5)30,263(84.5)30,263(84.5) 30,532(91.4)30,532(91.4)30,532(91.4)30,532(91.4) 60,795(87.8)60,795(87.8)60,795(87.8)60,795(87.8) <0.001<0.001<0.001<0.001

10101010일 일 일 일 미만미만미만미만 1,960( 1,960( 1,960( 1,960( 5.5)5.5)5.5)5.5) 1,336( 1,336( 1,336( 1,336( 4.0)4.0)4.0)4.0) 3,296( 3,296( 3,296( 3,296( 4.8)4.8)4.8)4.8)

매일매일매일매일 3,589(10.0)3,589(10.0)3,589(10.0)3,589(10.0) 1,534( 1,534( 1,534( 1,534( 4.6)4.6)4.6)4.6) 5,123( 5,123( 5,123( 5,123( 7.4)7.4)7.4)7.4)

    * * * * 단위 단위 단위 단위 : : : : 명명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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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B. 우리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 청소년의 청소년의 청소년의 청소년의 비만율 비만율 비만율 비만율 및 및 및 및 관련요인관련요인관련요인관련요인

1. 1. 1. 1. 우리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 청소년의 청소년의 청소년의 청소년의 비만율비만율비만율비만율

  성별로 본 비만율은 남학생이 14.2%, 여학생이 12.1%로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

이 비만율이 더 높았고, 학년별은 중 1이 12.3%, 중 2가 13.0%, 중 3이 12.9%, 

고 1, 고 2가 13.1%, 고 3이 15.0%로 고 3이 가장 높았다(그림2-그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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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별 비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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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우리나라 청소년의 학년별 비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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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남학생의 남학생의 남학생의 남학생의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비만율비만율비만율비만율

  남학생은 학년이 증가할수록 비만율이 유의하게 높았고(p<0.001) 학업성적이 낮

을수록 비만율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p<0.001) 부모와 동거여부도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p=0.016). 거주 지역은 대도시일수록 비만율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p<0.001)(표 5).

    표 표 표 표 5. 5. 5. 5. 남학생의 남학생의 남학생의 남학생의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비만율비만율비만율비만율

    변수변수변수변수
비만 비만 비만 비만 유무유무유무유무

xxxx
2222----값값값값

p-p-p-p-값값값값

(p (p (p (p trend)trend)trend)trend)정상정상정상정상 비만비만비만비만

학년학년학년학년

중 중 중 중 1111 5,795(87.2)5,795(87.2)5,795(87.2)5,795(87.2)     847(12.8)847(12.8)847(12.8)847(12.8) 38.6138.6138.6138.61 <0.001<0.001<0.001<0.001

중 중 중 중 2222 5,324(86.2)5,324(86.2)5,324(86.2)5,324(86.2)     851(13.8)851(13.8)851(13.8)851(13.8) (32.32)(32.32)(32.32)(32.32) (<0.001)(<0.001)(<0.001)(<0.001)

중 중 중 중 3333 5,246(86.4)5,246(86.4)5,246(86.4)5,246(86.4)     824(13.6)824(13.6)824(13.6)824(13.6)

고 고 고 고 1111 4,962(85.5)4,962(85.5)4,962(85.5)4,962(85.5)     843(14.5)843(14.5)843(14.5)843(14.5)

고 고 고 고 2222 4,953(85.5)4,953(85.5)4,953(85.5)4,953(85.5)     839(14.5)839(14.5)839(14.5)839(14.5)

고 고 고 고 3333 4,448(83.5)4,448(83.5)4,448(83.5)4,448(83.5)     880(16.5)880(16.5)880(16.5)880(16.5)

학업성적학업성적학업성적학업성적

상위그룹상위그룹상위그룹상위그룹 12,235(86.9)12,235(86.9)12,235(86.9)12,235(86.9) 1,848(13.1)1,848(13.1)1,848(13.1)1,848(13.1) 53.7953.7953.7953.79 <0.001<0.001<0.001<0.001

중위그룹중위그룹중위그룹중위그룹 8,363(86.6)8,363(86.6)8,363(86.6)8,363(86.6) 1,294(13.4)1,294(13.4)1,294(13.4)1,294(13.4) (45.39)(45.39)(45.39)(45.39) (<0.001)(<0.001)(<0.001)(<0.001)

하위그룹하위그룹하위그룹하위그룹 10,130(83.9)10,130(83.9)10,130(83.9)10,130(83.9) 1,942(16.1)1,942(16.1)1,942(16.1)1,942(16.1)

부모와 부모와 부모와 부모와 동거여부동거여부동거여부동거여부

부모님 부모님 부모님 부모님 모두 모두 모두 모두 함께함께함께함께 25,999(85.8)25,999(85.8)25,999(85.8)25,999(85.8) 4,316(14.2)4,316(14.2)4,316(14.2)4,316(14.2) 10.3010.3010.3010.30 0.0160.0160.0160.016

아버지하고만아버지하고만아버지하고만아버지하고만 1,527(88.0)1,527(88.0)1,527(88.0)1,527(88.0)     209(12.0)209(12.0)209(12.0)209(12.0)

어머니하고만어머니하고만어머니하고만어머니하고만 2,197(84.6)2,197(84.6)2,197(84.6)2,197(84.6)     401(15.4)401(15.4)401(15.4)401(15.4)

모두 모두 모두 모두 함께 함께 함께 함께 살지 살지 살지 살지 않음않음않음않음 1,005(86.4)1,005(86.4)1,005(86.4)1,005(86.4)     158(13.6)158(13.6)158(13.6)158(13.6)

거주 거주 거주 거주 지역지역지역지역         

군지역군지역군지역군지역 4,656(87.0) 4,656(87.0) 4,656(87.0) 4,656(87.0) 696(13.0) 696(13.0) 696(13.0) 696(13.0) 15.8515.8515.8515.85 <0.001<0.001<0.001<0.001

중소도시중소도시중소도시중소도시 10,161(86.3) 10,161(86.3) 10,161(86.3) 10,161(86.3) 1,609(13.7) 1,609(13.7) 1,609(13.7) 1,609(13.7) (15.45)(15.45)(15.45)(15.45) (<0.001)(<0.001)(<0.001)(<0.001)

대도시대도시대도시대도시 15,911(85.1)15,911(85.1)15,911(85.1)15,911(85.1) 2,779(14.9)2,779(14.9)2,779(14.9)2,779(14.9)

    * * * * 단위 단위 단위 단위 : : : : 명명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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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남학생의 남학생의 남학생의 남학생의 부모의 부모의 부모의 부모의 사회경제적 사회경제적 사회경제적 사회경제적 수준에 수준에 수준에 수준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비만율비만율비만율비만율

  주관적 경제상태는 비만율이 일정하지는 않지만 하위그룹에 비해 상위그룹이 유

의하게 높았고(p=0.019) 아버지 학력은 학력이 높아질수록 비만율도 높아지는 경

향을 보였다. 어머니 학력은 비만율이 일정하지는 않지만 중졸이하에 비하여 대졸

이상에서 비만율이 감소하였고 유의하지는 않았다(표 6).

    표 표 표 표 6. 6. 6. 6. 남학생의 남학생의 남학생의 남학생의 부모의 부모의 부모의 부모의 사회경제적 사회경제적 사회경제적 사회경제적 수준에 수준에 수준에 수준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비만율비만율비만율비만율

    변수변수변수변수
비만 비만 비만 비만 유무유무유무유무

xxxx
2222----값값값값

p-p-p-p-값값값값

(p (p (p (p trend)trend)trend)trend)정상정상정상정상 비만비만비만비만

주관적 주관적 주관적 주관적 경제상태경제상태경제상태경제상태

상위층상위층상위층상위층 9,800(85.2)9,800(85.2)9,800(85.2)9,800(85.2) 1,703(14.8)1,703(14.8)1,703(14.8)1,703(14.8) 7.967.967.967.96 0.0190.0190.0190.019

중위층중위층중위층중위층 14,081(86.4)14,081(86.4)14,081(86.4)14,081(86.4) 2,225(13.6)2,225(13.6)2,225(13.6)2,225(13.6) (1.07)(1.07)(1.07)(1.07) (0.300)(0.300)(0.300)(0.300)

하위층하위층하위층하위층 6,847(85.6)6,847(85.6)6,847(85.6)6,847(85.6) 1,156(14.4)1,156(14.4)1,156(14.4)1,156(14.4)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학력학력학력학력

중졸이하중졸이하중졸이하중졸이하 2,882(86.1)2,882(86.1)2,882(86.1)2,882(86.1) 466(13.9)466(13.9)466(13.9)466(13.9) 3.023.023.023.02 0.3880.3880.3880.388

고졸고졸고졸고졸 12,243(85.6)12,243(85.6)12,243(85.6)12,243(85.6) 2,060(14.4)2,060(14.4)2,060(14.4)2,060(14.4) (0.73)(0.73)(0.73)(0.73) (0.392)(0.392)(0.392)(0.392)

대졸이상대졸이상대졸이상대졸이상 10,779(85.7)10,779(85.7)10,779(85.7)10,779(85.7) 1,804(14.3)1,804(14.3)1,804(14.3)1,804(14.3)

모름모름모름모름 4,824(86.5)4,824(86.5)4,824(86.5)4,824(86.5) 754(13.5)754(13.5)754(13.5)754(13.5)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학력학력학력학력

중졸이하중졸이하중졸이하중졸이하 3,202(85.7)3,202(85.7)3,202(85.7)3,202(85.7) 536(14.3)536(14.3)536(14.3)536(14.3) 4.064.064.064.06 0.2550.2550.2550.255

고졸고졸고졸고졸 15,085(85.5)15,085(85.5)15,085(85.5)15,085(85.5) 2,561(14.5)2,561(14.5)2,561(14.5)2,561(14.5) (3.21)(3.21)(3.21)(3.21) (0.073)(0.073)(0.073)(0.073)

대졸이상대졸이상대졸이상대졸이상 7,079(86.1)7,079(86.1)7,079(86.1)7,079(86.1) 1,146(13.9)1,146(13.9)1,146(13.9)1,146(13.9)

모름모름모름모름 5,362(86.4)5,362(86.4)5,362(86.4)5,362(86.4) 841(13.6)841(13.6)841(13.6)841(13.6)

    * * * * 단위 단위 단위 단위 : : : : 명명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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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4. 남학생의 남학생의 남학생의 남학생의 건강관련행태 건강관련행태 건강관련행태 건강관련행태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비만율비만율비만율비만율

  남학생에서 패스트푸드 섭취빈도는 먹지 않음에 비해 매일 먹음이 비만율이 유

의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p<0.001) 주중 앉아서 보낸 여가시간이 증가할수

록 비만율이 유의하게 높았으며(p<0.001) 주말 앉아서 보낸 여가시간 또한 비만율

이 일정하지는 않지만 앉아서 보낸 시간이 많아질수록 비만율이 유의하게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다(p<0.001). 수면시간이 길어질수록 비만율은 유의하게 감소하였

고(p<0.001) 아침식사 섭취빈도, 신체활동단계, 지난달 음주일, 지난달 흡연일에 

따른 비만율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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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표 표 표 7. 7. 7. 7. 남학생의 남학생의 남학생의 남학생의 건강관련행태에 건강관련행태에 건강관련행태에 건강관련행태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비만율비만율비만율비만율

    변수변수변수변수
비만 비만 비만 비만 유무유무유무유무

xxxx
2222----값값값값

p-p-p-p-값값값값

(p (p (p (p trend)trend)trend)trend)정상정상정상정상 비만비만비만비만

아침식사 아침식사 아침식사 아침식사 섭취빈도섭취빈도섭취빈도섭취빈도

식사하지 식사하지 식사하지 식사하지 않음않음않음않음     3,982(86.3)3,982(86.3)3,982(86.3)3,982(86.3)     633(13.7)633(13.7)633(13.7)633(13.7) 2.722.722.722.72 0.2570.2570.2570.257

가끔가끔가끔가끔     9,440(86.1)9,440(86.1)9,440(86.1)9,440(86.1)     1,526(13.9)1,526(13.9)1,526(13.9)1,526(13.9) (2.56)(2.56)(2.56)(2.56) (0.109)(0.109)(0.109)(0.109)

매일매일매일매일     17,306(85.5)17,306(85.5)17,306(85.5)17,306(85.5)     2,925(14.5)2,925(14.5)2,925(14.5)2,925(14.5)

패스트푸드 패스트푸드 패스트푸드 패스트푸드 섭취빈도섭취빈도섭취빈도섭취빈도

먹지 먹지 먹지 먹지 않음않음않음않음     9,653(83.7)9,653(83.7)9,653(83.7)9,653(83.7)     1,875(16.3)1,875(16.3)1,875(16.3)1,875(16.3) 60.3760.3760.3760.37 <0.001<0.001<0.001<0.001

주 주 주 주 1111번 번 번 번 이상이상이상이상     19,793(86.7)19,793(86.7)19,793(86.7)19,793(86.7)     3,026(13.3)3,026(13.3)3,026(13.3)3,026(13.3) (56.03)(56.03)(56.03)(56.03) (<0.001)(<0.001)(<0.001)(<0.001)

매일매일매일매일     1,282(87.5)1,282(87.5)1,282(87.5)1,282(87.5)     183(12.5)183(12.5)183(12.5)183(12.5)

신체활동단계신체활동단계신체활동단계신체활동단계

전혀전혀전혀전혀     3,508(85.9)3,508(85.9)3,508(85.9)3,508(85.9)     576(14.1)576(14.1)576(14.1)576(14.1) 5.495.495.495.49 0.0640.0640.0640.064

가끔가끔가끔가끔     12,876(85.3)12,876(85.3)12,876(85.3)12,876(85.3)     2,217(14.7)2,217(14.7)2,217(14.7)2,217(14.7) (2.24)(2.24)(2.24)(2.24) (0.134)(0.134)(0.134)(0.134)

자주자주자주자주     14,344(86.2)14,344(86.2)14,344(86.2)14,344(86.2)     2,291(13.8)2,291(13.8)2,291(13.8)2,291(13.8)

주중 주중 주중 주중 앉아서 앉아서 앉아서 앉아서 보낸 보낸 보낸 보낸 여가시간여가시간여가시간여가시간

1111시간 시간 시간 시간 미만미만미만미만     6,207(86.3)6,207(86.3)6,207(86.3)6,207(86.3)     989(13.7)989(13.7)989(13.7)989(13.7) 19.4819.4819.4819.48 <0.001<0.001<0.001<0.001

4444시간 시간 시간 시간 미만미만미만미만     19,564(86.1)19,564(86.1)19,564(86.1)19,564(86.1)     3,149(13.9)3,149(13.9)3,149(13.9)3,149(13.9) (12.42)(12.42)(12.42)(12.42) (<0.001)(<0.001)(<0.001)(<0.001)

4444시간 시간 시간 시간 이상이상이상이상     4,957(84.0)4,957(84.0)4,957(84.0)4,957(84.0)     946(16.0)946(16.0)946(16.0)946(16.0)

주말 주말 주말 주말 앉아서 앉아서 앉아서 앉아서 보낸 보낸 보낸 보낸 여가시간여가시간여가시간여가시간

1111시간 시간 시간 시간 미만미만미만미만     4,556(85.9)4,556(85.9)4,556(85.9)4,556(85.9)     748(14.1)748(14.1)748(14.1)748(14.1) 16.0516.0516.0516.05 <0.001<0.001<0.001<0.001

4444시간 시간 시간 시간 미만미만미만미만     18,324(86.3)18,324(86.3)18,324(86.3)18,324(86.3)     2,905(13.7)2,905(13.7)2,905(13.7)2,905(13.7) (8.17)(8.17)(8.17)(8.17) (0.004)(0.004)(0.004)(0.004)

4444시간 시간 시간 시간 이상이상이상이상     7,848(84.6)7,848(84.6)7,848(84.6)7,848(84.6)     1,431(15.4)1,431(15.4)1,431(15.4)1,431(15.4)

수면시간수면시간수면시간수면시간

6666시간 시간 시간 시간 미만미만미만미만     11,763(84.7)11,763(84.7)11,763(84.7)11,763(84.7)     2,128(15.3)2,128(15.3)2,128(15.3)2,128(15.3) 34.9334.9334.9334.93 <0.001<0.001<0.001<0.001

8888시간 시간 시간 시간 미만미만미만미만     15,572(86.1)15,572(86.1)15,572(86.1)15,572(86.1)     2,504(13.9)2,504(13.9)2,504(13.9)2,504(13.9) (34.34)(34.34)(34.34)(34.34) (<0.001)(<0.001)(<0.001)(<0.001)

8888시간 시간 시간 시간 이상이상이상이상     3,393(88.2)3,393(88.2)3,393(88.2)3,393(88.2)     452(11.8)452(11.8)452(11.8)452(11.8)

지난달 지난달 지난달 지난달 음주일음주일음주일음주일

마시지 마시지 마시지 마시지 않음않음않음않음     21,294(85.5)21,294(85.5)21,294(85.5)21,294(85.5)     3,609(14.5)3,609(14.5)3,609(14.5)3,609(14.5) 5.915.915.915.91 0.0520.0520.0520.052

10101010일 일 일 일 미만미만미만미만     7,765(86.5)7,765(86.5)7,765(86.5)7,765(86.5)     1,211(13.5)1,211(13.5)1,211(13.5)1,211(13.5) (4.79)(4.79)(4.79)(4.79) (0.029)(0.029)(0.029)(0.029)

매일매일매일매일     1,669(86.3)1,669(86.3)1,669(86.3)1,669(86.3)     264(13.7)264(13.7)264(13.7)264(13.7)

지난달 지난달 지난달 지난달 흡연일흡연일흡연일흡연일

피우지 피우지 피우지 피우지 않음않음않음않음     25,919(85.6)25,919(85.6)25,919(85.6)25,919(85.6)     4,344(14.4)4,344(14.4)4,344(14.4)4,344(14.4) 4.034.034.034.03 0.1330.1330.1330.133

10101010일 일 일 일 미만미만미만미만     1,696(86.5)1,696(86.5)1,696(86.5)1,696(86.5)     264(13.5)264(13.5)264(13.5)264(13.5) (3.87)(3.87)(3.87)(3.87) (0.049)(0.049)(0.049)(0.049)

매일매일매일매일     3,113(86.7)3,113(86.7)3,113(86.7)3,113(86.7)     476(13.3)476(13.3)476(13.3)476(13.3)

    * * * * 단위 단위 단위 단위 : : : : 명명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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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5. 5. 여학생의 여학생의 여학생의 여학생의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비만율비만율비만율비만율

  여학생은 비만율의 분포가 일정하지는 않지만 중 1에 비해 고 3의 비만율이 유

의하게 높았고(p=0.025) 학업성적은 낮을수록 비만율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p<0.001) 부모와 동거여부는 부모님 모두 함께 사는 경우에 비해 편부모나 같이 

살지 않는 경우가 비만율이 유의하게 높았다(p<0.001). 거주 지역은 남학생과 반

대로 대도시일수록 비만율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15)(표 8).

    표 표 표 표 8. 8. 8. 8. 여학생의 여학생의 여학생의 여학생의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비만율비만율비만율비만율

    변수변수변수변수
비만 비만 비만 비만 유무유무유무유무

xxxx
2222----값값값값

p-p-p-p-값값값값

(p (p (p (p trend)trend)trend)trend)정상정상정상정상 비만비만비만비만

학년학년학년학년

중 중 중 중 1111 5,140(88.1)5,140(88.1)5,140(88.1)5,140(88.1)     692(11.9)692(11.9)692(11.9)692(11.9) 12.8112.8112.8112.81 0.0250.0250.0250.025

중 중 중 중 2222 5,109(87.8)5,109(87.8)5,109(87.8)5,109(87.8)     711(12.2)711(12.2)711(12.2)711(12.2) (1.75)(1.75)(1.75)(1.75) (0.185)(0.185)(0.185)(0.185)

중 중 중 중 3333 5,017(87.8)5,017(87.8)5,017(87.8)5,017(87.8)     698(12.2)698(12.2)698(12.2)698(12.2)

고 고 고 고 1111 4,820(88.5)4,820(88.5)4,820(88.5)4,820(88.5)     626(11.5)626(11.5)626(11.5)626(11.5)

고 고 고 고 2222 4,707(88.5)4,707(88.5)4,707(88.5)4,707(88.5)     613(11.5)613(11.5)613(11.5)613(11.5)

고 고 고 고 3333 4,561(86.6)4,561(86.6)4,561(86.6)4,561(86.6)     708(13.4)708(13.4)708(13.4)708(13.4)

학업성적학업성적학업성적학업성적

상위그룹상위그룹상위그룹상위그룹 11,589(89.4)11,589(89.4)11,589(89.4)11,589(89.4) 1,373(10.6)1,373(10.6)1,373(10.6)1,373(10.6) 83.0183.0183.0183.01 <0.001<0.001<0.001<0.001

중위그룹중위그룹중위그룹중위그룹 8,241(88.4)8,241(88.4)8,241(88.4)8,241(88.4) 1,079(11.6)1,079(11.6)1,079(11.6)1,079(11.6) (77.96)(77.96)(77.96)(77.96) (<0.001)(<0.001)(<0.001)(<0.001)

하위그룹하위그룹하위그룹하위그룹 9,524(85.6)9,524(85.6)9,524(85.6)9,524(85.6) 1,596(14.4)1,596(14.4)1,596(14.4)1,596(14.4)

부모와 부모와 부모와 부모와 동거여부동거여부동거여부동거여부

부모님 부모님 부모님 부모님 모두 모두 모두 모두 함께함께함께함께 25,031(88.2)25,031(88.2)25,031(88.2)25,031(88.2) 3,347(11.8)3,347(11.8)3,347(11.8)3,347(11.8) 18.9618.9618.9618.96 <0.001<0.001<0.001<0.001

아버지하고만아버지하고만아버지하고만아버지하고만 1,225(86.3)1,225(86.3)1,225(86.3)1,225(86.3)     194(13.7)194(13.7)194(13.7)194(13.7)

어머니하고만어머니하고만어머니하고만어머니하고만 2,188(85.8)2,188(85.8)2,188(85.8)2,188(85.8)     362(14.2)362(14.2)362(14.2)362(14.2)

모두 모두 모두 모두 함께 함께 함께 함께 살지 살지 살지 살지 않음않음않음않음     910(86.3)910(86.3)910(86.3)910(86.3)     145(13.7)145(13.7)145(13.7)145(13.7)

거주 거주 거주 거주 지역지역지역지역         

군지역군지역군지역군지역 4,297(86.7) 4,297(86.7) 4,297(86.7) 4,297(86.7) 662(13.3) 662(13.3) 662(13.3) 662(13.3) 8.398.398.398.39 0.0150.0150.0150.015

중소도시중소도시중소도시중소도시 10,296(88.0) 10,296(88.0) 10,296(88.0) 10,296(88.0) 1,402(12.0) 1,402(12.0) 1,402(12.0) 1,402(12.0) (6.05)(6.05)(6.05)(6.05) (0.014)(0.014)(0.014)(0.014)

대도시대도시대도시대도시 14,761(88.2)14,761(88.2)14,761(88.2)14,761(88.2) 1,984(11.8)1,984(11.8)1,984(11.8)1,984(11.8)

    * * * * 단위 단위 단위 단위 : : : : 명명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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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6. 6. 여학생의 여학생의 여학생의 여학생의 부모의 부모의 부모의 부모의 사회경제적 사회경제적 사회경제적 사회경제적 수준에 수준에 수준에 수준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비만율비만율비만율비만율

  주관적 경제상태가 낮을수록 비만율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p<0.001) 아버지 

학력과 어머니 학력이 높아질수록 비만율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01)(표 9).

    표 표 표 표 9. 9. 9. 9. 여학생의 여학생의 여학생의 여학생의 부모의 부모의 부모의 부모의 사회경제적 사회경제적 사회경제적 사회경제적 수준에 수준에 수준에 수준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비만율비만율비만율비만율

    변수변수변수변수
비만 비만 비만 비만 유무유무유무유무

xxxx
2222----값값값값

p-p-p-p-값값값값

(p (p (p (p trend)trend)trend)trend)정상정상정상정상 비만비만비만비만

주관적 주관적 주관적 주관적 경제상태경제상태경제상태경제상태

상위층상위층상위층상위층 7,736(88.9)7,736(88.9)7,736(88.9)7,736(88.9)     964(11.1)964(11.1)964(11.1)964(11.1) 71.0671.0671.0671.06 <0.001<0.001<0.001<0.001

중위층중위층중위층중위층 14,857(88.6)14,857(88.6)14,857(88.6)14,857(88.6)     1,909(11.4)1,909(11.4)1,909(11.4)1,909(11.4) (52.07)(52.07)(52.07)(52.07) (<0.001)(<0.001)(<0.001)(<0.001)

하위층하위층하위층하위층 6,761(85.2)6,761(85.2)6,761(85.2)6,761(85.2)     1,175(14.8)1,175(14.8)1,175(14.8)1,175(14.8)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학력학력학력학력

중졸이하중졸이하중졸이하중졸이하 2,740(85.4)2,740(85.4)2,740(85.4)2,740(85.4) 469(14.6)469(14.6)469(14.6)469(14.6) 72.1672.1672.1672.16 <0.001<0.001<0.001<0.001

고졸고졸고졸고졸 12,809(87.2)12,809(87.2)12,809(87.2)12,809(87.2) 1,887(12.8)1,887(12.8)1,887(12.8)1,887(12.8) (21.27)(21.27)(21.27)(21.27) (<0.001)(<0.001)(<0.001)(<0.001)

대졸이상대졸이상대졸이상대졸이상 10,656(89.8)10,656(89.8)10,656(89.8)10,656(89.8) 1,209(10.2)1,209(10.2)1,209(10.2)1,209(10.2)

모름모름모름모름 3,149(86.7)3,149(86.7)3,149(86.7)3,149(86.7) 483(13.3)483(13.3)483(13.3)483(13.3)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학력학력학력학력

중졸이하중졸이하중졸이하중졸이하 3,321(85.6)3,321(85.6)3,321(85.6)3,321(85.6) 558(14.4)558(14.4)558(14.4)558(14.4) 49.4349.4349.4349.43 <0.001<0.001<0.001<0.001

고졸고졸고졸고졸 16,185(87.7)16,185(87.7)16,185(87.7)16,185(87.7) 2,263(12.3)2,263(12.3)2,263(12.3)2,263(12.3) (12.22)(12.22)(12.22)(12.22) (<0.001)(<0.001)(<0.001)(<0.001)

대졸이상대졸이상대졸이상대졸이상 6,726(89.9)6,726(89.9)6,726(89.9)6,726(89.9) 759(10.1)759(10.1)759(10.1)759(10.1)

모름모름모름모름 3,122(87.0)3,122(87.0)3,122(87.0)3,122(87.0) 468(13.0)468(13.0)468(13.0)468(13.0)

    * * * * 단위 단위 단위 단위 : : : : 명명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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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7. 7. 여학생의 여학생의 여학생의 여학생의 건강관련행태 건강관련행태 건강관련행태 건강관련행태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비만율비만율비만율비만율

  여학생에서 패스트푸드 섭취빈도는 먹지 않음에 비해 매일 먹음이 비만율이 유

의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p<0.001) 신체활동단계는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

답보다 자주 한다는 응답의 경우 비만율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01). 주중 

앉아서 보낸 여가시간이 증가할수록 비만율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p<0.001) 주말 

앉아서 보낸 여가시간도 증가할수록 비만율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p<0.001). 아침식사 섭취빈도, 수면시간, 지난달 음주일, 지난달 흡연일에 따른 비

만율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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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표 표 표 10. 10. 10. 10. 여학생의 여학생의 여학생의 여학생의 건강관련행태에 건강관련행태에 건강관련행태에 건강관련행태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비만율비만율비만율비만율

    변수변수변수변수
비만 비만 비만 비만 유무유무유무유무

xxxx
2222----값값값값

p-p-p-p-값값값값

(p (p (p (p trend)trend)trend)trend)정상정상정상정상 비만비만비만비만

아침식사 아침식사 아침식사 아침식사 섭취빈도섭취빈도섭취빈도섭취빈도

식사하지 식사하지 식사하지 식사하지 않음않음않음않음     3,926(87.8)3,926(87.8)3,926(87.8)3,926(87.8)     548(12.2)548(12.2)548(12.2)548(12.2) 5.185.185.185.18 0.0750.0750.0750.075

가끔가끔가끔가끔     10,229(87.4)10,229(87.4)10,229(87.4)10,229(87.4)     1,478(12.6)1,478(12.6)1,478(12.6)1,478(12.6) (2.79)(2.79)(2.79)(2.79) (0.094)(0.094)(0.094)(0.094)

매일매일매일매일     15,199(88.3)15,199(88.3)15,199(88.3)15,199(88.3)     2,022(11.7)2,022(11.7)2,022(11.7)2,022(11.7)

패스트푸드 패스트푸드 패스트푸드 패스트푸드 섭취빈도섭취빈도섭취빈도섭취빈도

먹지 먹지 먹지 먹지 않음않음않음않음     8,997(85.6)8,997(85.6)8,997(85.6)8,997(85.6)     1,516(14.4)1,516(14.4)1,516(14.4)1,516(14.4) 76.2976.2976.2976.29 <0.001<0.001<0.001<0.001

주 주 주 주 1111번 번 번 번 이상이상이상이상     19,480(88.9)19,480(88.9)19,480(88.9)19,480(88.9)     2,424(11.1)2,424(11.1)2,424(11.1)2,424(11.1) (68.61)(68.61)(68.61)(68.61) (<0.001)(<0.001)(<0.001)(<0.001)

매일매일매일매일     877(89.0)877(89.0)877(89.0)877(89.0)     108(11.0)108(11.0)108(11.0)108(11.0)

신체활동단계신체활동단계신체활동단계신체활동단계

전혀전혀전혀전혀     9,389(89.8)9,389(89.8)9,389(89.8)9,389(89.8)     1,070(10.2)1,070(10.2)1,070(10.2)1,070(10.2) 83.2183.2183.2183.21 <0.001<0.001<0.001<0.001

가끔가끔가끔가끔     14,684(87.8)14,684(87.8)14,684(87.8)14,684(87.8)     2,047(12.2)2,047(12.2)2,047(12.2)2,047(12.2) (82.15)(82.15)(82.15)(82.15) (<0.001)(<0.001)(<0.001)(<0.001)

자주자주자주자주     5,281(85.0)5,281(85.0)5,281(85.0)5,281(85.0)     931(15.0)931(15.0)931(15.0)931(15.0)

주중 주중 주중 주중 앉아서 앉아서 앉아서 앉아서 보낸 보낸 보낸 보낸 여가시간여가시간여가시간여가시간

1111시간 시간 시간 시간 미만미만미만미만     6,223(89.8)6,223(89.8)6,223(89.8)6,223(89.8)     704(10.2)704(10.2)704(10.2)704(10.2) 60.9260.9260.9260.92 <0.001<0.001<0.001<0.001

4444시간 시간 시간 시간 미만미만미만미만     18,202(87.9)18,202(87.9)18,202(87.9)18,202(87.9)     2,495(12.1)2,495(12.1)2,495(12.1)2,495(12.1) (59.89)(59.89)(59.89)(59.89) (<0.001)(<0.001)(<0.001)(<0.001)

4444시간 시간 시간 시간 이상이상이상이상     4,929(85.3)4,929(85.3)4,929(85.3)4,929(85.3)     849(14.7)849(14.7)849(14.7)849(14.7)

주말 주말 주말 주말 앉아서 앉아서 앉아서 앉아서 보낸 보낸 보낸 보낸 여가시간여가시간여가시간여가시간

1111시간 시간 시간 시간 미만미만미만미만     4,000(89.9)4,000(89.9)4,000(89.9)4,000(89.9)     449(10.1)449(10.1)449(10.1)449(10.1) 51.4351.4351.4351.43 <0.001<0.001<0.001<0.001

4444시간 시간 시간 시간 미만미만미만미만     16,954(88.3)16,954(88.3)16,954(88.3)16,954(88.3)     2,238(11.7)2,238(11.7)2,238(11.7)2,238(11.7) (50.54)(50.54)(50.54)(50.54) (<0.001)(<0.001)(<0.001)(<0.001)

4444시간 시간 시간 시간 이상이상이상이상     8,400(86.1)8,400(86.1)8,400(86.1)8,400(86.1)     1,361(13.9)1,361(13.9)1,361(13.9)1,361(13.9)

수면시간수면시간수면시간수면시간

6666시간 시간 시간 시간 미만미만미만미만     12,171(87.6)12,171(87.6)12,171(87.6)12,171(87.6)     1,716(12.4)1,716(12.4)1,716(12.4)1,716(12.4) 2.402.402.402.40 0.3000.3000.3000.300

8888시간 시간 시간 시간 미만미만미만미만     14,109(87.9)14,109(87.9)14,109(87.9)14,109(87.9)     1,936(12.1)1,936(12.1)1,936(12.1)1,936(12.1) (2.20)(2.20)(2.20)(2.20) (0.138)(0.138)(0.138)(0.138)

8888시간 시간 시간 시간 이상이상이상이상     3,074(88.6)3,074(88.6)3,074(88.6)3,074(88.6)     396(11.4)396(11.4)396(11.4)396(11.4)

지난달 지난달 지난달 지난달 음주일음주일음주일음주일

마시지 마시지 마시지 마시지 않음않음않음않음     21,368(87.8)21,368(87.8)21,368(87.8)21,368(87.8)     2,976(12.2)2,976(12.2)2,976(12.2)2,976(12.2) 1.001.001.001.00 0.6060.6060.6060.606

10101010일 일 일 일 미만미만미만미만     7,034(88.1)7,034(88.1)7,034(88.1)7,034(88.1)     947(11.9)947(11.9)947(11.9)947(11.9) (0.99)(0.99)(0.99)(0.99) (0.318)(0.318)(0.318)(0.318)

매일매일매일매일     952(88.4)952(88.4)952(88.4)952(88.4)     125(11.6)125(11.6)125(11.6)125(11.6)

지난달 지난달 지난달 지난달 흡연일흡연일흡연일흡연일

피우지 피우지 피우지 피우지 않음않음않음않음     26,834(87.9)26,834(87.9)26,834(87.9)26,834(87.9)     3,698(12.1)3,698(12.1)3,698(12.1)3,698(12.1) 4.804.804.804.80 0.0910.0910.0910.091

10101010일 일 일 일 미만미만미만미만     1,154(86.4)1,154(86.4)1,154(86.4)1,154(86.4)     182(13.6)182(13.6)182(13.6)182(13.6) (0.33)(0.33)(0.33)(0.33) (0.562)(0.562)(0.562)(0.562)

매일매일매일매일     1,366(89.0)1,366(89.0)1,366(89.0)1,366(89.0)     168(11.0)168(11.0)168(11.0)168(11.0)

    * * * * 단위 단위 단위 단위 : : : : 명명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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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 C. C. 비만과 비만과 비만과 비만과 부모의 부모의 부모의 부모의 사회경제적 사회경제적 사회경제적 사회경제적 수준과의 수준과의 수준과의 수준과의 관련성관련성관련성관련성

1. 1. 1. 1. 남학생의 남학생의 남학생의 남학생의 비만과 비만과 비만과 비만과 부모의 부모의 부모의 부모의 사회경제적 사회경제적 사회경제적 사회경제적 수준수준수준수준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비만과 관련된 제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적으

로 유의한 변수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관적 경

제상태는 상위층을 기준으로 중위층이 0.90배(95% 신뢰구간 0.84-0.97)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아버지 학력과 어머니 학력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11).

    표 표 표 표 11. 11. 11. 11. 남학생의 남학생의 남학생의 남학생의 비만과 비만과 비만과 비만과 부모의 부모의 부모의 부모의 사회경제적 사회경제적 사회경제적 사회경제적 수준과의 수준과의 수준과의 수준과의 관련성관련성관련성관련성

    변수변수변수변수 Unadjusted Unadjusted Unadjusted Unadjusted OR(95% OR(95% OR(95% OR(95% CI)CI)CI)CI) Adjusted Adjusted Adjusted Adjusted OR(95% OR(95% OR(95% OR(95% CI)CI)CI)CI)

주관적 주관적 주관적 주관적 경제상태경제상태경제상태경제상태////상위층상위층상위층상위층 1.001.001.001.00 1.001.001.001.00

중위층중위층중위층중위층 0.85(0.80-0.92)0.85(0.80-0.92)0.85(0.80-0.92)0.85(0.80-0.92) 0.90(0.84-0.97)0.90(0.84-0.97)0.90(0.84-0.97)0.90(0.84-0.97)

하위층하위층하위층하위층 0.86(0.79-0.94)0.86(0.79-0.94)0.86(0.79-0.94)0.86(0.79-0.94) 0.97(0.89-1.06)0.97(0.89-1.06)0.97(0.89-1.06)0.97(0.89-1.06)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학력학력학력학력////대졸이상대졸이상대졸이상대졸이상 1.001.001.001.00 1.001.001.001.00

고졸고졸고졸고졸 0.98(0.90-1.06)0.98(0.90-1.06)0.98(0.90-1.06)0.98(0.90-1.06) 0.98(0.91-1.06)0.98(0.91-1.06)0.98(0.91-1.06)0.98(0.91-1.06)

중졸이하중졸이하중졸이하중졸이하 0.94(0.82-1.07)0.94(0.82-1.07)0.94(0.82-1.07)0.94(0.82-1.07) 0.93(0.82-1.07)0.93(0.82-1.07)0.93(0.82-1.07)0.93(0.82-1.07)

모름모름모름모름 0.91(0.79-1.04)0.91(0.79-1.04)0.91(0.79-1.04)0.91(0.79-1.04) 0.94(0.83-1.07)0.94(0.83-1.07)0.94(0.83-1.07)0.94(0.83-1.07)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학력학력학력학력////대졸이상대졸이상대졸이상대졸이상 1.001.001.001.00 1.001.001.001.00

고졸고졸고졸고졸 1.06(0.97-1.15)1.06(0.97-1.15)1.06(0.97-1.15)1.06(0.97-1.15) 1.08(0.99-1.18)1.08(0.99-1.18)1.08(0.99-1.18)1.08(0.99-1.18)

중졸이하중졸이하중졸이하중졸이하 1.04(0.90-1.19)1.04(0.90-1.19)1.04(0.90-1.19)1.04(0.90-1.19) 1.09(0.95-1.25)1.09(0.95-1.25)1.09(0.95-1.25)1.09(0.95-1.25)

모름모름모름모름 1.06(0.92-1.22)1.06(0.92-1.22)1.06(0.92-1.22)1.06(0.92-1.22) 1.03(0.90-1.17)1.03(0.90-1.17)1.03(0.90-1.17)1.03(0.90-1.17)

Adjusted : 학년, 학업성적, 부모와 동거여부, 거주 지역, 주중 앉아서 보낸 여가시간, 

주말 앉아서 보낸 여가시간, 수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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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여학생의 여학생의 여학생의 여학생의 비만과 비만과 비만과 비만과 부모의 부모의 부모의 부모의 사회경제적 사회경제적 사회경제적 사회경제적 수준수준수준수준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비만과 관련된 제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적으

로 유의한 변수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관적 경

제상태는 상위층을 기준으로 하위층이 1.26배(95% 신뢰구간 1.14-1.38) 유의하게 

높았고 아버지 학력은 대졸이상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고졸이 1.21배(1.11-1.33), 

중졸이하가 1.30배(1.13-1.50)로 학력이 낮아질수록 비만율이 증가하였으며 어머

니 학력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12).

    표 표 표 표 12. 12. 12. 12. 여학생의 여학생의 여학생의 여학생의 비만과 비만과 비만과 비만과 부모의 부모의 부모의 부모의 사회경제적 사회경제적 사회경제적 사회경제적 수준과의 수준과의 수준과의 수준과의 관련성관련성관련성관련성

    변수변수변수변수 Unadjusted Unadjusted Unadjusted Unadjusted OR(95% OR(95% OR(95% OR(95% CI)CI)CI)CI) Adjusted Adjusted Adjusted Adjusted OR(95% OR(95% OR(95% OR(95% CI)CI)CI)CI)

주관적 주관적 주관적 주관적 경제상태경제상태경제상태경제상태////상위층상위층상위층상위층 1.001.001.001.00 1.001.001.001.00

중위층중위층중위층중위층 0.94(0.86-1.02)0.94(0.86-1.02)0.94(0.86-1.02)0.94(0.86-1.02) 0.97(0.89-1.06)0.97(0.89-1.06)0.97(0.89-1.06)0.97(0.89-1.06)

하위층하위층하위층하위층 1.14(1.03-1.26)1.14(1.03-1.26)1.14(1.03-1.26)1.14(1.03-1.26) 1.26(1.14-1.38)1.26(1.14-1.38)1.26(1.14-1.38)1.26(1.14-1.38)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학력학력학력학력////대졸이상대졸이상대졸이상대졸이상 1.001.001.001.00 1.001.001.001.00

고졸고졸고졸고졸 1.16(1.06-1.27)1.16(1.06-1.27)1.16(1.06-1.27)1.16(1.06-1.27) 1.21(1.11-1.33)1.21(1.11-1.33)1.21(1.11-1.33)1.21(1.11-1.33)

중졸이하중졸이하중졸이하중졸이하 1.24(1.07-1.43)1.24(1.07-1.43)1.24(1.07-1.43)1.24(1.07-1.43) 1.30(1.13-1.50)1.30(1.13-1.50)1.30(1.13-1.50)1.30(1.13-1.50)

모름모름모름모름 1.17(1.00-1.37)1.17(1.00-1.37)1.17(1.00-1.37)1.17(1.00-1.37) 1.26(1.08-1.47)1.26(1.08-1.47)1.26(1.08-1.47)1.26(1.08-1.47)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학력학력학력학력////대졸이상대졸이상대졸이상대졸이상 1.001.001.001.00 1.001.001.001.00

고졸고졸고졸고졸 1.05(0.95-1.17)1.05(0.95-1.17)1.05(0.95-1.17)1.05(0.95-1.17) 1.08(0.97-1.19)1.08(0.97-1.19)1.08(0.97-1.19)1.08(0.97-1.19)

중졸이하중졸이하중졸이하중졸이하 1.11(0.96-1.29)1.11(0.96-1.29)1.11(0.96-1.29)1.11(0.96-1.29) 1.15(0.99-1.33)1.15(0.99-1.33)1.15(0.99-1.33)1.15(0.99-1.33)

모름모름모름모름 1.01(0.86-1.20)1.01(0.86-1.20)1.01(0.86-1.20)1.01(0.86-1.20) 1.06(0.90-1.25)1.06(0.90-1.25)1.06(0.90-1.25)1.06(0.90-1.25)

Adjusted : 학년, 학업성적, 부모와 동거여부, 거주 지역, 신체활동단계, 주중 앉아서 

보낸 여가시간, 주말 앉아서 보낸 여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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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 . . 고찰고찰고찰고찰

  사회경제적 수준이 질병이나 수명 등 건강상의 문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

고 있다는 많은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23]. 영국의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수준

이 낮은 집단에서 급성질환과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

성질환의 경우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의 유병률이 28.8%, 높은 집단의 유병

률은 13.9%로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4]. 그

리고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서도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아질수록 사망률이 증가하

고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5].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회경

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이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단에 비하여 암발생률과 암으

로 인한 사망률이 높고 생존율은 낮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고[26,27] 사망률 

전체에서도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이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8]. 

또한 사회경제적 수준과 비만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어 왔

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아질수록 비만이 증가하고 개발도

상국의 경우 선진국과 대조적으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아질수록 비만이 증가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에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신이 인지한 부모의 

경제적 상태와 부모의 학력수준을 이용하여 청소년의 비만이 사회경제적 수준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관련성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중 어느 경향과 

일치하는지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남학생은 자신이 인지한 부모의 경제적 상태가 높을수록 비만의 위

험이 높았으며 부모의 학력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여학생은 자신이 인

지한 부모의 경제적 상태와 아버지의 학력수준 모두 낮을수록 비만의 위험이 유의

하게 높았다. 비만 유병률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매 5-10년마다 두 배로 증가하고 

있고 미국 사망자 중 30만 명이 비만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29]. 2002년 6-18

세 아동 비만 유병률을 보면 미국은 25%, 러시아는 16%, 중국은 7%가 과체중이

거나 비만이다[30]. 10세 아동의 비만율을 조사한 미국의 연구[31]에서는 생활수

준이 높은 학교의 소아 비만 이환율이 생활수준이 낮은 학교의 소아 비만율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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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았다고 보고 하여 선진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빈곤층 인구에서 아동 비만이 늘고 

있고 러시아는 중산층 아동보다 빈곤층과 부유층에서 비만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

다[32]. 우리나라 소아 비만 유병률은 1970년도에 2-3%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

도에는 약 10-20%로 증가하여 선진국의 유병률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33] 상

대체중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비만율은 약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1995년 

국민영양조사에 의하면 소아, 성인의 비만 발생률이 각각 14.5%, 20.5%로 보고되

었다.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34]에서 남자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비만이 증가한 반면, 여자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비만이 감소하였다. 성인여성을 대

상으로 한 황의 연구[35]에서는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복부비만의 유

병률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사회계층과 비만과의 관계를 본 

Sobal의 연구[36]에서도 여자는 사회계층이 낮을수록 비만율이 증가하였으며 남자

는 그렇지 않았다고 보고되고 있다. 김 등의 보고서[37]에 의하면 여성의 비만도

는 교육정도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뚜렷하게 높았지만 남자의 경우 교육정도와 

소득수준이 높은 군에서 오히려 비만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였

다. 일반적으로 낮은 교육수준은 심혈관질환의 높은 이환율과 사망률이 연관 있다

고 보고하고 있고 손의 연구결과[28] 교육 수준이 증가할수록 표준사망률이 낮아

지고 심혈관 질환의 사망도 낮아진다고 하였다. 이는 남자보다 여자에서 더 뚜렷하

게 연관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연구결과는 여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

강에 관심이 많아 올바른 생활습관을 갖는 경향이 높고 운동의 편익에 대한 더 많

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형유지에 관심을 많이 갖고 체형관리를 하고 있

는 것으로 사료된다[35,36].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만율이 남학생에서는 학년, 학업성적, 부모와 동거여부, 거

주 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여학생은 학년, 학업성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비만율

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고 3이 되었을 때 그 비율은 높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인천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김 등의 연구[20]에서도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

였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대부분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위주의 학교 교육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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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으로 인한 경쟁, 방과 후 학교에서의 학습활동이나 학원 교육 등의 통제된 생활

로 신체활동이나 운동이 부족하고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38]. 특히 학년이 높아져갈수록 입시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높아지

면서 스트레스에 대한 노출이 심해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충동적으로 먹게 되

는 경우가 많아져 고 3의 비만율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보인다. 학업

성적은 남학생 여학생 모두 성적이 떨어질수록 비만율이 증가하였다. 이 또한 학업

성적이 떨어짐으로써 입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스트레스가 식생

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거주 지역에 따른 비만율은 남학생에서 군지역보다 대도시 지역에서 청소년의 

비만율이 유의하게 높았고 여학생은 남학생과는 반대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

았지만 대도시 지역일수록 비만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보였다. 서울과 강릉지역의 

소아를 대상으로 한 김 등[39]의 연구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한 김 등의 연구[40]에서는 남자의 경우 농촌지역에

서 비만의 유병률은 8.5%이었고, 도시지역에서는 비만의 유병률이 14.3%로 두 지

역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여자의 경우 농촌지역의 비만 유병률은 12.5%, 도시

지역의 비만 유병률은 10.5%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거주 지역도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볼 수 있는 변수로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에서 주관적 경제상태가 상위층이라고 볼 수 있는 대도시의 비만율이 낮게 

나타났고 청소년기의 경우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식도가 성별에 따라 큰 차이가 

존재하고 외모에 대한 관심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

된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체중과 비만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서 차이가 매우 크다

고 할 수 있다[41].

  건강관련행태 특성에 따른 비만율은 남학생에서 건강상태, 주중 앉아서 보낸 여

가시간, 수면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여학생은 건강상태, 신체활동, 주중 

앉아서 보낸 여가시간, 주말 앉아서 보낸 여가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신체활동은 여학생에서 많이 할수록 비만율이 높아 비만한 청소년이 운동을 더 많

이 한다는 보고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42]. 그러나 정상 체중인 청소년은 실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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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신체를 많이 움직이는 활동에 참여하는 반면에 비만한 경우에는 실내에서 휴

식 등 비활동적이라고 한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43]. 본 연구는 단면연

구이기 때문에 원인, 결과 관계를 추론하기는 어려워 비만한 학생일수록 신체활동

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주중이나 주말에 앉아서 보낸 여가시간으로는 

TV시청과 인터넷사용 시간으로 남학생 여학생 모두 여가시간이 증가할수록 비만

율이 증가하였다. 신체활동의 부족이 비만의 원인으로 작용하는데 TV시청의 광고

를 통하여 스낵류의 섭취가 증가함으로써 비만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44]. 국내의 연구에서도 TV시청 시간이 길수록 비만율이 높다고 하였으나[45] 

정 등[33]의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의 비만은 TV시청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였다. 

수면시간은 남학생에서 수면시간이 증가할수록 비만율이 감소하였다. 비만과 수면

시간의 관계를 보면 Locard는 잠이 부족한 경우 비만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고

[46] 우리나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박 등[47]의 연구에서도 수면시간이 증가할수

록 비만의 위험은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신이 인지한 경제적 

상태와 부모의 학력을 이용하였는데 직접적인 소득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차

자료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경제적 상태와 비만에 대한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비만의 

조기 발견과 예방에 계기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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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 . . . 요약 요약 요약 요약 및 및 및 및 결론결론결론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비만에 영향

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 청소년의 비만과 부모의 사회경

제적 수준과의 관련성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중 어느 경향과 일치하는지를 비교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2006년 9월 기준의 중ㆍ고등학교 재학생으로 남학생 35,812

명, 여학생 33,402명, 총 69,214명으로 인터넷이 가능한 학교 컴퓨터실에서 자기

기입식 온라인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비만의 정의는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여 체질

량지수(kg/m
2
)를 계산하였고 2007년 소아 및 청소년 표준 성장도표를 이용하여 성

ㆍ연령별로 체질량지수 85백분위수 이상을 비만으로 분류하였으며 부모의 사회경

제적 수준은 학생이 인지한 경제적 상태와 아버지, 어머니의 학력으로 보았다.

  연구 결과 비만율은 남학생 14.2%, 여학생 12.1%로 전체 13.2%이었다. 학생이 

인지한 경제적 상태는 남학생의 경우 상위층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비만에 대한 

교차비가 중위층이 0.90(95% 신뢰구간 0.84-0.97)으로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유의

하게 낮았고 아버지,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여학생의 

경우 학생이 인지한 부모의 경제적 상태가 상위층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비만의 

교차비가 하위층에서 1.26(95% 신뢰구간 1.14-1.38)으로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유

의하게 높았다. 아버지 학력에서도 대졸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고졸은 

1.21(95% 신뢰구간 1.11-1.33), 중졸이하가 1.30(95% 신뢰구간 1.13-1.50) 모름

이 1.26(95% 신뢰구간 1.08-1.47)으로 아버지의 학력이 낮아질수록 비만의 교차

비가 유의하게 높았다.

  결론적으로 한국 청소년에 있어서 비만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유의한 관

련이 있었고 남학생의 경우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아질수록 비만이 증가하는 개발

도상국의 경향을 보였으며 여학생의 경우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아질수록 비만이 

감소하는 선진국의 경향을 보였다. 향 후 청소년 비만예방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서 사회경제적 수준을 고려한 사업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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