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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differences in health behaviors among adolescents in order to provide fundamental data to 
develop an effective body weight control program. Methods: Secondary analysis was done using data from the 9th (2013) Online Survey on Ado-
lescents’ Health Behaviors by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The adolescents were divided into low weight, normal weight, 
overweight, and obesity groups according to body mass index (BMI). Differences in health behaviors were analyzed. Results: Gender, grade, socio-
economic status, perceived-health status, exercise, breakfast, fast food, ramen noodles, snacks, carbonated soft drinks, fruits and vegetables, satis-
faction with sleep, stress, smoking, and alcohol consumption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groups. Ingestion of carbonated soft drinks 
and snack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low weight group compared to the normal weight group. Eating fast foods, ramen noodles, and snacks 
was significantly lower in the overweight and obesity groups compared to the normal weight group. Conclusion: Findings indicate that health 
behaviors among the groups differ from traditional knowledge about obesity. To develop optimal programs and improve efficacy, prior knowledge 
should be used to think differently and individualized programs should be based on an understanding health behaviors of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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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신체적, 사회심리적, 정서적, 인지적, 윤리적 측면에서 아

동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빠른 변화는 청소년기

의 독특한 특징으로, 건강증진과 예방적 서비스에 있어서도 중요한 발

달단계로 간주된다. 즉, 청소년기는 건강습관과 문제해결방법을 익히

고 개발하는 과정을 경험하며, 이를 통한 인지적, 심리적 변화는 평생 

동안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전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1]. 따라서 청

소년기의 건강에 대한 인식과 건강수준, 건강행위의 실천은 일생의 건

강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비만은 건강상의 심각한 문제이다. 불과 20-30년 전까지만 해도 소아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하는 요인은 영양부족으로 인한 저체중이었으나, 

2000년대에 이르러 국내 소아청소년의 비만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2]. 비만은 신장과 체중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BMI)에 의해 진단될 수 있으며[3]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는 체질량지수 또는 표준체중에 대한 상대체중의 비율을 기준으

로 비만을 정의하기도 하여 기준에 따라 비만율은 차이가 있다. 체중이 

성별, 신장별 표준체중에 대해 20%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를 비만으로 

정의할 때,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비만율은 2008년 11.2%에서 2012년 

14.7%, 2015년에는 15.6%로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4]. 체질량지

수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에 대비하여 95

백분위 이상인 경우 또는 백분위수에 상관없이 체질량지수가 25 kg/m2 

인 경우를 비만으로 적용하는 경우, 2015년 청소년의 비만율은 21.8%

에 이른다[5]. 소아청소년의 비만율은 성인비만율과도 연관된다. 우리

나라 19세 이상 성인 비만율은 체질량지수를 기준으로 1998년 26%에

서 2001년 29.2%, 2007년 31.7%로 증가한 후 최근 7년 동안 31-32%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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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하고 있다[6]. 비만은 우리나라의 주요 사망원인인 암, 뇌혈관질

환, 심장질환과 관련 있으며,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을 악화시킨

다. 특히, 청소년에게는 자아존중감의 감소, 또래관계의 형성에 영향을 

미쳐 학교 부적응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유발하기도 하며[7], 신체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다양한 경험을 통한 성장과 발달에 장애요인으

로 작용하기도 한다. 청소년기 비만은 상당수에서 성인비만으로 이어지

며, 청소년기의 비만은 교정되지 않은 채로 성인기로 연결될 수 있어 청

소년 비만에 대한 초기 중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한편 우리나라 청소년의 저체중 문제는 과체중과 비만문제의 심각성

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 청소년의 건강행태 현황과 추이

를 파악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건강행태 온

라인 조사에서도 비만 및 체중조절 영역의 지표 중 저체중에 관한 지

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8]. 우리나라 청소년의 비만 또는 적정체중과 

관련된 연구는 체질량지수 25 이상을 비만군으로 정의하고, 그 외의 집

단은 비비만군을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어[9,10] 상대적으로 저체중군

에 대한 분석은 미비한 실정이다. 11-17세 학생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 

15백분위수 미만을 저체중으로 정의한 조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

등학교 남학생은 각각 38.3%, 29.4%, 14.7%가 저체중이었고, 여학생은 

14.6%, 10.9%, 16.0%가 저체중이라고 보고되었다[11]. 청소년기의 저체중

은 성장 및 성숙의 지연을 발생시키기도 하며, 학습능력이나 집중력, 학

교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부작용을 보일 수 있다. 특히, 여자청

소년의 경우는 모체로 준비되는 시기이므로 청소년의 저체중은 성인기

뿐 아니라 다음세대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다[12].

적정체중과 관련하여 비만은 관련요인의 규명과 생애주기별 접근

을 통한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중관리프로그램은 가족이나 의

료기관을 기반으로 하는 것보다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접근이 효과적

이라는 보고가 있어 그 접근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으나[13], 

체중관리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은 효과적이라는 보고와 실

제적인 효과가 높지 않다는 상반된 보고도 있어 적정체중관리를 위한 

접근방법을 재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비만

아동에게 적용된 비만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효과의 일관성이 없으

며, 통계적으로 유효하게 나타난 결과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비

만 문제의 해결책으로 활용하기에 부족하다는 보고가 있다[14]. 또한, 

청소년의 많은 수가 자신의 체중이나 체형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정

상체중군 또는 저체중군임에도 불구하고 체중감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15]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정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실제적인 전략도 재검토해야하는 시점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강행태와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전

국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목표모집단으로 수집된 동일 표본의 자료 분

석을 통해, 저체중군, 정상체중군, 과체중군 및 비만군의 비만도별 청

소년의 건강행태 특성을 파악하여 집단별 적정체중관리를 위한 프로

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의 목적

1. 청소년의 비만도에 따른 건강행태를 확인한다. 

2. 청소년의 정상체중군을 기준으로 저체중군, 과체중군, 비만군의 

건강행태 차이를 분석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의 비만도에 따른 건강행태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

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2013년에 시행된 제9차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

인 조사 자료를 활용한 2차분석연구이다.

연구대상

제9차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는 중학교 400개, 고등학교 400개

교로 총 800개교의 75,14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799개교 72,435명이 

조사에 참여하여 96.4%의 참여율을 보였다. 표본추출과정은 모집단 층

화, 표본배분, 표본추출의 단계로 구성되었다. 모집단 층화단계에서는 

표본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43개 지역군과 학교급(중학교, 일반계

고, 특성화계고)을 층화변수로 사용하였다. 43개 지역군은 16개 시, 도 

내의 시, 군, 구를 대도시, 중소도시와 군지역으로 분류한 후, 지리적 접

근성, 학교 수 및 인구 수, 생활환경, 흡연율, 음주율 등을 고려하여 분류

하였다. 표본배분 단계에서는 표본크기를 중학교 400개교, 고등학교 

400개교로 한 후, 16개 시도별로 중고등학교 각각 5개씩 우선 배분하였

다. 표분추출은 층화집락추출법이 사용되었으며, 1차 추출단위는 학교, 

2차 추출단위는 학급으로 하였다. 1차 추출은 모집단의 학교 명부를 정

렬한 후 추출간격을 산정하여 계통추출법으로 표본학교를 선정한 후, 2

차 추출은 선정된 표본학교의 학년별로 1개 학급을 무작위로 추출하였

다. 본 연구는 자료수집에 응답한 72,435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

제9차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는 신체활동, 식습관, 비만 및 체

중조절, 흡연, 음주, 정신건강, 손상 및 안전의식, 구강건강, 손상 및 안전

의식, 구강건강, 개인위생, 약물, 성 행태, 아토피·천식, 인터넷 중독, 건강

형평성, 폭력, 기타의 15개 영역 102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신체활동, 식습관, 비만 및 체중조절, 흡연, 음주, 정신건강, 기타의 7개 

영역 14개 지표와 일반적 특성 중 성별, 학년, 경제상태를 사용하였다. 

대상군은 키와 체중을 이용하여 체질량지수를 구한 뒤, 체질량지수가  

18.5 미만은 저체중군, 18.5 이상-23 미만은 정상체중군, 23 이상-25 미만



https://doi.org/10.4094/chnr.2017.23.1.1

www.e-chnr.org � �임여진,�오원옥,�석민현� | 3

군은 과체중군, 25 이상인군은 비만군으로 구분하였다. 신체활동 영역

에서는 주 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최

근 7일 동안 격렬한 신체활동을 20분 이상 한 날이 3일 이상인 사람으

로 해당군과 비해당군으로 구분하였다. 식습관은 주 5일 이상 아침식사 

결식률, 1일 1회 이상 과일 섭취율, 1일 3회 이상 채소 섭취율, 주 3회 이

상 탄산음료 섭취율,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 주 3회 이상 라면 

섭취율, 주 3회 이상 과자 섭취율을 포함하였으며, 해당군과 비해당군으

로 구분하였다. 비만 및 체중조절 영역에서는 월간 체중감소 시도율을 

포함하였는데, 최근 30일 동안 체중감소를 위해 노력한 적이 있는 사람

으로 해당군과 비해당군으로 구분하였다. 정신건강영역에서는 스트레

스 인지율과 주관적 수면 충족률을 포함하였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평

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인 사람으로, 주관적 

수면 충족률은 최근 7일 동안 잠을 잔 시간이 피로회복에 매우충분 또

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해당군과 비해당군으로 구분하였다. 

흡연 영역에서는 현재흡연율을 사용하였으며,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으로 해당군과 비해당군으로 구분하였다. 음주 영역에서는 

현재음주율을 사용하였으며,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셔본 적

이 있는 사람으로 해당군과 비해당군으로 구분하였다.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C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

다(201410-HR-001-01). 청소년 온라인 행태조사의 원시자료는 관련 홈

페이지에 자료의 이용목적과 활용계획, 필요로 되는 자료 등에 관한 

사항을 입력한 후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승인 후 연구자가 홈페이지에

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았다.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는 조사 실

시 이전에 표본학교 선정, 표본학교 조사지원 담당교사 선정 및 교육, 

학생현황등록, 표본학급선정, 조사일정 등록을 실시한다. 등록된 자료

를 근거로 표본학교와 표본학급이 선정되고 조사지원 담당교사는 조

사 날짜와 시간을 온라인에 등록한다. 조사당일 조사지원 담당교사는 

인터넷이 가능한 학교 컴퓨터실로 표본학급 학생을 인솔하여 1인 1대

의 컴퓨터를 배정하고 무작위로 자리를 배치한다. 담당교사는 학생 1

명당 1장의 학생용 안내문을 배부한 후 조사 필요성과 참여방법을 설

명하며, 표본학생은 안내문에 인쇄되어 있는 참여번호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설문에 참여한다. 전체 조사과정은 40-45분 동안 진행되며, 

설문완료 후 학생들에게 답례품이 지급된다.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가중치가 적용된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체

중군별 일반적 특성과 건강행태의 차이는 χ2-test를 실시하였다. 체중

군별 건강행태의 차이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p< .05로 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만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이에 따른 비만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Table 1). 전체 대상자 중 남학생은 50.6%, 여학생은 49.4%이었다. 성별

Table 1. Characteristics of Groups according to Body Mass Index         

Variables Category % Low weight Normal weight Overweight Obesity χ2 p

Gender M 50.6 52.7 48.1 56.0 70.2 1,197.04 < .001
F 49.4 47.3 51.9 44.0 29.8

Grade Middle school 1 16.8 26.7 13.5 12.5 9.6 3,538.15 < .001
Middle school 2 16.7 20.9 14.8 13.7 13.3
Middle school 3 16.9 18.2 16.2 15.6 15.1
High school 1 16.6 13.6 18.2 17.9 19.2
High school 2 16.4 11.3 18.5 18.8 20.1
High school 3 16.6 9.3 18.7 21.6 22.6

Social economic status High 7.2 8.5 6.8 7.0 7.6 297.13 < .001
Middle high 24.2 26.8 24.7 24.3 23.5
Middle 47.6 47.8 48.4 46.6 44.6
Middle low 16.3 13.1 16.1 17.7 18.1
Low 4.7 3.7 4.0 4.5 6.1

Perceived health Very healthy 22.4 22.8 23.0 22.0 19.9 207.98 < .001
Healthy 46.9 46.6 48.4 47.5 43.6
Average 24.2 24.4 22.9 24.2 27.9
Unhealthy 6.1 5.9 5.4 6.1 7.9
Very unhealthy 0.4 0.3 0.3 0.3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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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비만도를 보면, 비만군에서 남학생이 70.2%, 여학생이 29.8%, 

과체중군에서 남학생이 56.0%, 여학생이 44.0%, 저체중군에서 남학생

이 52.7%, 여학생이 47.3%로 정상체중군을 제외하고는 남학생의 비율

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χ2 =1,197.04, p< .001).

대상자의 학년분포는 중1에서 고3까지 16.4-16.9%의 분포로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학년에 따른 비만도를 보면, 비만군의 비율은 

고3에서 22.6%로 가장 높았고, 과체중군도 고3에서 21.6%로 가장 높았

다. 저체중군의 비율은 중1에서 26.7%로 가장 높았고, 고3에서 9.3%로 

가장 낮았다. 저체중군의 비율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감소하였고, 반면 

정상체중군과 과제중군, 비만군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증가하였으며, 

정상체중군보다는 과체중군이 과체중군 보다는 비만군의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비만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χ2 =3,538.15, p< .001).

경제상태는 ‘중’으로 응답한 대상이 47.6%로 가장 많았고, ‘중상’이 

24.2%, ‘중하’가 16.3%였다. 경제상태에 따른 비만도를 보면, ‘상’의 비율

은 저체중군에서 8.5%로 가장 높았고, ‘중상’의 비율도 저체중군에서 

26.8%로 가장 높았으며, ‘하’의 비율은 비만군에서 6.1%로 가장 높았

다. 경제상태에 따른 비만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χ2 =297.13, p< .001).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하다’가 46.9%, ‘보통’이 24.2%, ‘매우 건강

하다’가 22.4%로 93.5%의 청소년은 보통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건강수

준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비만도를 보

면, ‘매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정상체중군이 23.0%로 가장 

높았고, ‘건강하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48.4%로 가장 높았다. 비만군에

서 ‘건강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7.9%로 가장 높았고, ’매우 건

강하지 못하다‘는 응답도 0.7%로 가장 높았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

른 체중군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χ2 =207.98, p< .001).

건강행태에 따른 비만도의 차이 

건강행태에 따른 비만도의 차이는 주 3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χ2 = 61.02, p< .001), 주 5일 이상 아침식사 결식률(χ2 =27.13, p< .001), 1

일 1회 이상 과일 섭취율(χ2 =177.79, p< .001), 1일 3회 이상 채소 섭취율

(χ2 =26.43, p< .001), 주 3일 이상 탄산음료 섭취율(χ2 = 42.24, p< .001),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χ2 = 40.59, p< .001), 주 3회 이상 라면 

섭취율(χ2 =314.29, p < .001), 주 3일 이상 과자 섭취율(χ2 = 641.87, 

p< .001), 월간 체중조절 시도율(χ2 = 6,415.04, p< .001), 스트레스 인지율

(χ2 = 69.88, p< .001), 주관적 수면 충족률(χ2 =229.44, p< .001), 현재 음주

율(χ2 =223.80, p< .001), 현재 흡연율(χ2 = 80.26, p< .001)의 모든 영역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2).

건강행태에 따른 비만도 집단의 차이를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 정상

Table 2. Comparison of Health Behaviors of Groups according to Body Mass Index         

Variables Category Low weight (%) Normal weight (%) Overweight (%) Obesity (%) Total (%) χ2 p

Physical activity High intensity
   (more than 3 days/week)

х
○

64.2
35.8

65.2
34.8

62.9
37.1

60.6
39.4

64.1
35.9

61.02 < .001

Eating Breakfast
   (less than 2 days/week)
Fruits
   (more than 1 time/day)
Vegetables
   (more than 3 time/day)
Carbonated soft drinks
   (more than 3 days/week)
Fast food
   (more than 3 times/week)
Ramen noodles
   (more than 3 times/week)
Snacks
   (more than 3 days/week)

х
○
х
○
х
○
х
○
х
○
х
○
х
○

74.1
25.9
77.2
22.8
83.0
17.0
73.0
27.0
86.0
14.0
73.2
26.8
55.3
44.7

73.9
26.1
80.7
19.3
84.2
15.8
75.5
24.5
87.2
12.8
78.3
21.7
61.0
39.0

74.1
25.9
82.1
17.9
82.8
17.2
75.6
24.4
88.5
11.5
81.3
18.7
67.7
32.3

71.1
28.9
83.9
16.1
82.3
17.7
74.1
25.9
88.2
11.8
81.1
18.9
70.3
29.7

73.5
26.5
80.3
19.7
83.4
16.6
74.5
25.5
86.9
13.1
77.5
22.5
61.2
38.8

27.13

177.79

26.43

42.24

40.59

314.29

641.87

< .001

< .001

< .001

< .001

< .001

< .001

< .001

Weight control х
○

87.9
12.1

65.5
34.5

47.9
52.1

44.3
55.7

66.8
33.2

6,415.04 < .001

Psychological health Stress
  
Satisfaction with sleep
  

х
○
х
○

61.4
38.6
70.4
29.6

57.9
42.1
76.4
23.6

57.4
42.6
75.1
24.9

58.6
41.4
73.4
26.6

58.5
41.5
74.4
25.6

69.88
  

229.44
  

< .001
  

< .001
  

Drinking alcohol х
○

87.5
12.5

83.3
16.7

82.5
17.5

81.3
18.7

83.5
16.5

223.80 < .001

Smoking х
○

92.1
7.9

90.1
9.9

90.3
9.7

88.9
11.1

90.2
9.8

80.26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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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Breakfast Frults Vegetables
Soft 

drinks
Fast food Ramen Snacks 

Weight 
control

Stress Sleep Alcohol Smoking

 Low body weight group 1.0 -0.2 3.5 1.2 2.5 1.2 5.1 5.7 -22.4 -3.5 6.0 -4.2 -2.0

 Overweight group 2.3 -0.2 -1.4 1.4 -0.1 -1.3 -3.0 -6.7 17.6 0.5 1.3 0.8 -0.2

 Obesity group 4.6 2.8 -3.2 1.9 1.4 -1.0 -2.8 -9.3 21.2 -0.7 3.0 2.0 1.2

Figure 1. Difference of health behavior compared with normal weight group.

체중군을 기준으로 각 체중군별 건강행태 실천율의 수준을 분석하였

다(Figure 1). 저체중군의 건강행태 실천율을 정상체중군과 비교해 보

면, 월간 체중감소 시도율에서 정상체중군은 34.5%인 데 반해 저체중

군은 12.1%로 22.4% 낮았고, 전체 건강행태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긍정적 건강행위에서는 주관적 수면 충족률이 정상체중군은 23.6%, 

저체중군이 29.6%로 6%의 차이를 보여 정상체중군에 비해 저체중군

의 주관적 수면 충족률이 높았다. 1일 1회 이상 과일 섭취율은 정상체

중군이 19.3%, 저체중군이 22.8%로 저체중군이 3.5% 더 높았다. 스트

레스 인지율도 정상체중군 42.1% 저체중군 38.6%로 저체중군이 3.5% 

더 낮았다. 비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고려되는 건강행태 

중, 주 3일 이상 과자 섭취율에서 가장 큰 차이인 5.7%의 차이를 보였

는데, 정상체중군은 39.7%, 저체중군 44.7%로 나타나 제체중군에서 과

자 섭취율이 더 높았다. 주 3회 이상 라면 섭취율도 정상체중군에 비

해 저체중군이 5.1%더 높았으며, 주 3일 이상 탄산음료 섭취율도 저체

중군에서 2.5%더 높았다. 

정상체중군에 비해 과체중군의 건강행태 실천율의 차이를 보면, 월

간 체중감소 시도율에서 정상체중군은 34.5%인데 반해 과체중군은 

52.1%로 17.6% 높았고, 전체 건강행태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주 3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정상체중군이 34.8%, 과체중군이 37.1%로 

2.3% 더 높았고, 주관적 수면 충족률은 정상체중군 23.6%, 과체중군 

24.9%로 1.3% 더 높았다. 1일 1회 이상 과일 섭취율은 정상체중군이 

19.3%, 과체중군 17.9%로 과체중군이 1.4% 더 낮았고, 1일 3회 이상 채

소 섭취율은 정상체중군이 15.8%, 과체중군이 17.2%로 과체중군에서 

1.4% 더 높았다. 주 3일 이상 과자 섭취율은 정상체중군이 39.0%, 과체

중군이 32.3%로 과체중군이 6.7% 더 낮았고, 주 3일 이상 라면 섭취율

도 정상체중군 21.7%, 과체중군 18.7%로 과체중군이 3% 더 낮았으며,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도 정상체중군 12.8%, 과체중군이 

11.5%로 과체중군이 1.3% 더 낮았다. 

정상체중군에 비해 비만군의 건강행태 실천율을 살펴보면, 월간 체

중감소 시도율에서 정상체중군은 34.5%인데 반해 비만군은 55.7%로 

21.2% 높았고, 전체 건강행태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주 3일 이상 신

체활동 실천율은 정상체중군이 34.8%, 비만군이 39.4%로 비만군의 실

천율이 4.6% 더 높았다. 주관적 수면 충족률도 정상체중군이 23.6%, 비

만군이 26.6%로 비만군이 2.0% 더 높았다. 1일 3회 이상 채소 섭취율은 

정상체중군이 15.8%, 비만군이 17.7%로 비만군이 1.9% 더 높았으나, 1

일 1회 이상 과일 섭취율은 정상체중군이 19.3%, 비만군이 16.1%로 정

상체중군에 비해 3.2% 낮았다. 주 5일 이상 아침식사 결식률은 정상체

중군이 26.1%, 비만군이 28.9%로 비만군이 2.7% 높았고, 주 3회 탄산음

료 섭취율은 정상체중군이 24.5%, 비만군이 25.9%로 비만군이 1.4% 높

았다. 그러나, 주 3일 이상 과자 섭취율은 정상체중군 39.0%, 비만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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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로 비만군이 9.3% 낮았고, 주 3회 이상 라면 섭취율도 정상체중군 

21.7%, 비만군 18.9%로 비만군이 2.8% 낮았으며, 주 3회 이상 패스트푸

드 섭취율도 정상체중군 12.8%, 비만군 11.8%로 비만군이 1% 낮았다.

비만도에 영향하는 요인  

비만도에 따른 건강행태를 정상체중군을 기준으로 회귀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Table.3). 정상체중군을 기준으로 저체중군의 건강

행태를 분석한 결과,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은 0.93배(p =.002), 학년이 

높아질수록 0.74배(p < .001), 주관적 건강상태가 높을수록 0.86배

(p< .001), 주 3일 이상 운동실천집단이 0.93배(p=.002), 1일 1회 이상 과

일 섭취집단 1.15배(p < .001), 주 3회 이상 라면 섭취집단 1.15배

(p< .001), 주 3일 이상 과자 섭취집단이 1.22배(p< .001), 최근 30일 동안 

체중감소 시도집단이 0.24배(p< .001),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은 0.95배

(p=.031), 주관적 수면충족집단은 1.16배(p< .001) 높았다. 즉, 정상체중

군에 비해 1일 1회 이상 과일을 섭취하고, 주 3회 이상 라면섭취, 주 3일 

이상 과일을 섭취, 주관적 수면 충족률이 높을수록 저체중군의 가능

성이 높았고,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고학년이 될수록, 주관적 건강

상태가 높을수록, 운동을 실천할수록,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저체중

군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체중군을 기준으로 과체중군의 건강행태를 분석한 결과, 여학

생에  비해  남학생이  1.91배(p < .001), 학년이  높아질수록  1.06배

(p< .001), 주관적 건강상태가 높을수록 0.92배(p< .001), 1일 1회 이상 

과일 섭취집단이 0.92배(p =.023),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집단이 

0.97배(p < .001), 주 3회 이상 라면 섭취집단이 0.85배(p < .001), 주 3일 

이상 과자 섭취집단이 0.79배(p< .001), 1일 3회 이상 채소 섭취집단이 

1.12배(p< .001), 최근 30일 동안 체중감소 시도집단이 2.51배(p< .001), 

흡연집단이 0.85배(p =.00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체중집단은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 높은 학년, 1일 3회 이상 채소섭취, 월간 체중감

소 시도집단일수록 과체중의 가능성이 높았고, 과일섭취, 패스트푸드 

섭취, 라면섭취, 과자섭취, 흡연집단에서는 과체중의 가능성은 낮았다.

정상체중군을 기준으로 비만군의 건강행태를 분석한 결과, 여학생

에 비해 남학생이 4.16배(p< .001), 학년이 높아질수록 1.12배(p< .001),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0.95배(p =.002), 건강상태가 좋아질수록 0.74배

(p< .001), 주 5일 이상 아침식사를 결식하는 집단이 1.09배(p =.010), 1

일 1회 이상 과일 섭취하는 집단이 0.85배(p< .001), 주 3회 이상 패스트

푸드 섭취집단이 0.79배(p< .001), 주 3회 이상 라면 섭취집단이 0.79배

(p< .001), 주 3일 이상 과자 섭취집단이 0.74배(p< .001), 1일 3회 이상 채

소 섭취집단이 1.19배(p < .001), 체중감소 시도집단이 3.61배(p < .001), 

주관적 수면충족집단이 1.17배(p< .001), 음주집단이 0.91배(p =.040), 

흡연집단이 0.82배(p< .00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고학년이 될수록, 아침식사를 결식하고 1일 3회 이상 채소섭

취, 체중감소시도를 하고 수면충족집단이 비만군의 가능성이 높고, 과

일섭취, 패스트푸드 섭취 라면섭취, 과자섭취, 음주, 흡연집단이 비만

군이 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우리나라 청소년의 비만도 관련 연구는 비만이라는 문제의 심각성

Table 3. Factors Affecting Body Mass Index       

Variable
Low weight Overweight Obesity

OR (95% CI) p OR (95% CI) p OR (95% CI) p

2.56 (2.21-2.98) < .001 0.14 (0.11-0.16) < .001 0.12 (0.94-0.15) < .001
Gender 0.93 (0.88-0.97) .002 1.91 (1.79-2.03) < .001 4.16 (3.85-4.49) < .001
Grade 0.74 (0.73-0.75) < .001 1.06 (1.04-1.08) < .001 1.12 (1.10-1.14) < .001
Social economic status 1.02 (0.99-1.04) .180 0.97 (0.94-1.01) .095 0.95 (0.92-0.98) .002
Perceived health 0.86 (0.84-0.88) < .001 0.92 (0.87-0.95) < .001 0.74 (0.72-0.77) < .001
High intensity exercise 0.93 (0.88-0.97) .002 0.99 (0.93-1.05) .641 1.00 (0.93-1.06) .903
Breakfast 1.04 (0.99-1.10) .150 0.96 (0.90-1.02) .223 1.09 (1.02-1.17) .010
Fruits 1.15 (1.09-1.21) < .001 0.92 (0.86-0.99) .023 0.85 (0.78-0.93) < .001
Vegetables 1.05 (0.99-1.10) .084 1.11 (1.03-1.20) .433 1.19 (1.10-1.28) .549
Carbonated soft drinks 1.05 (0.99-1.10) .173 1.03 (0.96-1.10) .432 0.98 (0.95-1.10) .728
Fast food 1.15 (0.99-1.11) < .001 0.97 (0.86-1.05) < .001 0.98 (0.90-1.08) < .001
Ramen 1.22 (1.09-1.21) < .001 0.85 (0.79-0.91) < .001 0.79 (0.73-0.86) < .001
Snacks 1.04 (1.17-1.28) .137 0.79 (0.75-0.85) .006 0.74 (0.69-0.79) < .001
Weight control 0.24 (0.23-0.26) < .001 2.51 (2.35-2.68) < .001 3.61 (3.35-3.90) < .001
Stress 0.95 (0.91-0.98) .031 1.02 (0.96-1.09) .471 0.98 (0.93-1.04) .585
Satisfaction of sleep 1.16 (1.11-1.22) < .001 1.07 (1.00-1.14) .063 1.17 (1.09-1.26) < .001
Drinking alcohol 1.02 (0.95-1.10) .524 0.96 (0.89-1.04) .295 0.91 (0.83-1.00) .040
Smoking 0.98 (0.90-1.06) .556 0.85 (0.77-0.94) .002 0.82 (0.74-0.91)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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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해 저체중을 포함한 적정체중관리보다는 비만의 예방과 치료

에 집중되고 있다. 소아청소년의 비만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외에, 이

들을 대상으로 한 비만관리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운동이 52.5%, 운

동과 영양프로그램 18.0%, 운동과 영양 및 행동수정요법이 포함된 프

로그램이 13.1% 등으로 비만과 관련된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

되고 그 효과가 검증되고 있으나, 비만관리프로그램은 작은 효과크기

를 보였을 뿐이며, 프로그램별로는 운동요법이나 운동요법과 영양교육

의 경우에만 중간크기의 효과를 보이고 있었다[16]. 즉, 비만과 관련성

이 검증된 요인을 포함한 비만관리프로그램의 실제적인 효과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이를 수정하고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함

을 알 수 있다. 한편, 비만과는 달리, 저체중은 관련 통계나 연구가 미비

한 실정으로, 저체중은 신체적, 두뇌의 성장회복과 관련되고, 특히 청

소년의 경우 근골격계의 성장이 왕성하며, 이차성징 등과 관련되므로

[12] 적정체중의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동일 

표본을 대상으로 비만도에 따른 건강행태의 수준과 차이를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적정체중관리 프로그램

의 방향과 구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만도의 차이를 볼 때, 비만군에 

포함된 남학생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저체중군의 

비율은 감소되고, 과체중군과 비만군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

다. 이러한 특성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식습관 태도나 식습관 점

수가 유의하게 높으며, 녹황색 채소나 우유 섭취를 많이 하고 골고루 

섭취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비만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 식이조절을 

하려는 경우가 많음과 연결될 수 있다[17]. 한편 우리나라의 청소년은 

중학교에 입학함과 동시에 입시위주의 교육과정과 환경으로 인해, 학

교생활에서 운동시간이 감소하며, 스트레스의 증가 및 이와 관련된 제

한된 스트레스 관리방법의 사용으로 폭식이나 활동 제한과 같은 좌식 

위주의 생활을 주로 하게 된다. 이러한 개인적,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학년이 높아질수록 비만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경제수준과 

비만도와의 관계에서 저체중군은 경제상태가 ‘상’인 집단에서 상대적

으로 높았으며, 비만군은 ‘하’인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경제수

준이 낮은 집단은 부부가 같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아

동이나 청소년 양육 시에 인스턴트식품이나 고열량을 낼 수 있는 음식

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와 일맥상통하였다[18]. 청소년이 인

지하는 건강상태를 비만도 군별로 살펴보면, 매우 건강하지 않거나, 건

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만군에서 8.6%로 가장 높았고, 그 다

음이 과체중군, 저체중군, 정상체중군의 순이었다. 비만도에 따라 청소

년이 인지하는 건강상태는 다를 수 있어 적정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청소년의 건강수준 향상과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의 비만도에 따른 건강행태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신체활동

은 정상체중군에 비해 저체중군이나 과체중군, 비만군의 실천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운동을 할수록 비만의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보고와는 상반된 결과였다[19]. 비만인구는 모든 연령에서 덜 움직이

며 특히, 아동과 청소년은 텔레비젼 시청이나 게임 등으로 좌식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어[20], 운동 부족과 신체활동 부족은 비만으로 연결된

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정상군에 비해 모든 군의 운동실천율

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과체중군이나 비만군 또는 저체중군을 바

라보는 의료인들의 관점을 재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즉, 비만군이 

과거에 운동실천수준이 낮았을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의 운동실천수

준이 낮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는 적정체중을 위한 프로그

램을 개발하거나 적용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대부분의 

연구들이 비만군과 비비만군을 구분하면서 저체중군을 비비만군에 

포함하여 저체중군의 특성과 정상체중군의 특성을 명확하게 구분하

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저체중군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리라 본다. 

식습관 중 주 5일 이상 아침식사 결식률은 정상체중군과의 차이에

서 비만군이 가장 많은 차이를 보였다. 비만군의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

은 편이었는데, 이는 아침결식이 거의 없는 군의 90.9%는 체질량지수가 

정상범위에 있으며, 주 5-6회 이상 아침식사 결식군의 28.1%만이 체질

량지수가 정상범위라는 보고와 일치하였다[21]. 그러나, 아침식사의 결

식이 비만도와 통계적인 관련성이 없음을 보고한 결과도 있어[22], 아침

식사 결식과 비만도와의 관련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식

습관 중 1일 1회 이상 과일 섭취율은 정상체중군에 비해 저체중군에서 

높았으며, 1일 3회 이상 채소 섭취율은 정상체중군에 비해 저체중군, 과

체중군, 비만군 모두에서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주 3일 이상 탄산음료 

섭취나 주 3회 이상 라면섭취, 주 3일 이상 과자 섭취율은 정상체중군

에 비해 저체중군의 섭취율이 높아, 정상체중군에 비해 저체중군이 인

스턴트식품이나 패스트푸드를 더 적게 섭취할 것이라는 기대, 또는 과

체중군이나 비만군이 정상체중군에 비해 라면과 같은 인스턴트식품

을 많이 섭취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상반된 결과였다. 따라서 비만군에 

따른 모든 집단은 군별로 적절한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제공이 고려되

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체중조절행위의 비만도 군별 차이를 보면, 정상체중군에 비해 저체

중군의 체중조절행위 수준은 매우 낮았고, 상대적으로 과체중군과 비

만군의 체중조절행위율은 점차 높아, 건강한 체중조절을 위한 프로그

램의 제공이 필요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비만도에 따른 스트레

스 인지율은 정상체중군에 비해 저체중군이 낮았고, 과체중군이나 비

만군은 정상체중군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비만은 자아정체감이 형성

되는 청소년기에 매우 민감한 문제로, 대인관계의 기피, 열등감, 자기비

하,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비만

군의 스트레스 수준이 정상체중군보다 높다는 보고와는[23] 상반된 

결과였다. 주관적 수면 충족률도 정상체중군에 비해 저체중군, 과체

중군, 비만군이 모두 높아, 수면의 질이 좋아질수록 비만율이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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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24]. 그러나 수면시간이 증가

할수록 체질량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다는 연구결과와

[25] 수면시간이 길수록 비만의 가능성은 일부 집단에서 감소한다는 

결과도 있어[26], 수면시간이나 수면의 질과 비만도와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수면과 비만도의 인과관계뿐만 아니

라 비만도에 따른 수명양상을 규명하여, 비만도 군별 체중관리 프로그

램에서 수면관리에 대한 맞춤식 접근법을 고려해야 한다. 음주와 흡연

행위는 정상체중군에 비해 저체중군에서 낮았으며, 과체중군과 비만

군의 음주율과 흡연율은 더 높았다. 흡연과 비만과의 관계에서 남학생

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으나, 여학생은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에서 체

질량지수가 높다는 보고[27]와는 부분적으로 일치된 결과였다. 음주

와 비만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결과가 혼재하고 있는 실정

으로[28],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이 비만도에 따라 어떤 경향을 보이는

지에 대한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비만도에 따른 건강행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상체중군을 

기준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상체중군에 비해 저체중군은 과

일섭취, 라면섭취, 과자섭취, 주관적 수면 충족률이 높을수록 저체중

군의 가능성이 높았고,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학년과 주관적 건강

상태가 높을수록, 운동실천율과 스트레스 인지율이 높을수록 저체중

군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체중군은 정상군에 비해 과

일은 더 많이 먹거나, 주관적 수면 충족률이 높은 장점이 있는 반면, 

패스트푸드, 라면, 과자는 더 많이 먹는 편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식습

관이나 영양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하다. 정상체중군에 

비해 과체중군은 과일이나 패스트푸드, 라면, 과자의 섭취율이 낮았

고, 인지된 건강수준이 낮았으며, 체중조절 시도율은 높게 나타났다. 

과체중군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체중조절 프로그램의 제공과 함께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과일류의 섭취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 정

상체중군에 비해 비만군은 주관적 건강수준이 낮고, 과일과 패스트 

푸드, 라면, 과자 등의 섭취가 낮았으며, 흡연 및 음주 수준이 낮았다. 

따라서 주관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과 함께, 과일류의 

섭취를 권장하고, 금연 및 절주 관련 교육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비만도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행태가 선행

연구나 기존 지식과 상이한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만도

에 따른 집단의 건강행태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이 필요하며, 비만도 집

단별 청소년의 건강행태를 이해함으로써 집단별 또는 개인별로 무엇

을 중재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결 론

청소년기는 건강습관과 문제해결방법을 습득하는 시기로 이시기의 

건강수준과 건강행위는 성인기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쳐 건강증

진과 질병예방서비스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본 연구는 청소

년의 적정체중관리를 위한 접근전략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

한 것으로 비만도에 따른 건강행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적

정체중 관련 연구에서 운동, 식습관 등의 건강행태는 비만의 원인으

로, 체질량지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결과 청소년의 체중군에 따른 건강행태는 선행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비만군은 정상체중군에 비해 운동실천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보였으며, 저체중군은 정상체중군에 비해 탄산음료, 

라면, 과자 등의 섭취율이 높아 식습관의 교정이 필요하였다. 적정체중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

강행위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대상군별 또는 개인별 건강행태 

특성을 먼저 파악한 후 식습관, 운동, 수면이나 스트레스 관리 등의 맞

춤식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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