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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체지량지수(BMI, Body Mass Index)의

변화에 따라 성장궤적 유형을 확인하고 유형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

인함으로써 청소년의 과체중·비만과 건강행위, 심리·사회적 관계 요인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중1패널 2차년도부터 6차년도까지(2011∼2015년) 자료(N=2,311명)를 토대

로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청소년 BMI지수는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변화에 따른 성장궤적 유형은 정상BMI유지, 정상에서 과체중·비

만진입, 비만BMI유지, 비만에서 정상진입의 4개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성장궤적 유형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

해 다항로짓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 건강행위 요인에서 좌식여가시간,

심리·사회적 관계 요인에서 자아존중감, 교사·교우관계가 유의미한 효과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학생이 과체중·비만진입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여학생

에 비해 2.26배 가량 높게 나타났으며, 비만BMI유지집단에 속할 가능성

은 3.03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좌식여가시간이 길수록 비만 가능성을 높

인다는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좌식여가시간이 길수록 비만에서

정상진입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좌식여가시간이 청

소년 BMI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비만여부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심리·사회적 관계 요인에서는 교사·교우관계가 성장궤적 유형 분류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모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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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부모관계가 아동기 비만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요인이라고 보고된 연구와 상반된 결과인데, 기존연구에서는 연

구대상이 아동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심리·사회적 관계 요인 중 자아존중감은 정상BMI유지집

단 및 비만에서 정상진입집단에 속한 청소년이 비만BMI유지집단에 속한

청소년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 비만예방 관련 사업은 신체활동 증진

및 영양관리에 중점을 두고 설계·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 결

과는 과체중·비만 청소년에 대한 비만예방 교육이 남학생에 초점을 두어

야 할 필요성을 시사해주며, 청소년의 여가생활 중 좌식활동의 비중이 날

로 커지는 상황이므로 청소년이 적절한 좌식여가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정상BMI유지집단 및 비만에서 정상진입집단에 속한

청소년이 비만BMI유지집단에 속한 청소년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

타난 분석결과는, 비만 청소년이 자아존중감 향상 등 심리적인 요인도 잘

관리 할 수 있도록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설계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

다. 또한 교사·교우관계가 성장궤적 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청소년 비만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본 연구의 한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성장궤적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분류와 관련하여 영향요인을 실증분석 한 것으로,

이 연구의 결과를 비만 영향요인에 대한 이론적 증명 및 일반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비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식

습관과 신체활동량 등의 요인들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연구의 제

한점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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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 청소년 BMI(Body Mass Index)지수, 성장혼합모형, 성장궤적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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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청소년기는 신체 및 정신 발달 측면에서 급격하게 변화되는 시기

이며, 성인기 건강의 기초를 확립하는 시기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비만은

성인기 비만체중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며,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높이

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지방간 등 다양한 성인병의 발병 가능성을

높인다(박영신, 이동환, 최중명, 강윤주, 김종희, 2004)고 보고된 바, 건강

수명과 삶의 질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비만은 부모

의 사회경제적수준, 사회적 관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비만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아동·청소년 비만율은 지난 20∼30년 사이 크게 증가했다. 국민건강

영양조사에 의하면 소아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은 1997년, 2005년, 2013년에

각각 5.8%, 9.7%, 1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

년 우리나라 6-18세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율을 연령별로 나누어보면,

6-11세 6.1%, 12-18세 12.7%로 성장기를 거치며 유병율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분석결과에서도

2009년에는 조사대상의 8.2%(남학생 11.5%, 여학생 4.4%), 2012년 9.2%

(남학생 12.3%, 여학생 5.7%), 2015년 10.9%(남학생 14.2%, 여학생 7.3%)

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비만 유병율이 작은 폭으로나마 꾸준

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고,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비만 유병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성인기 비만관리 성공률이 그리 높지 못하기에

아동청소년 비만의 조기 예방 및 개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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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비만 및 과체중을 예방하고 효과적인 개입을 하기 위

해서는 비만 및 과체중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긴요하다.

아동·청소년 과체중·비만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부모의 학력, 소득

등 사회경제적지위가 낮을 경우 아동청소년의 비만 및 과체중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김광혁, 김동관, 2012; 유조안, Chung,

이상균2015; Chen, Matthews & Boyce, 2002; Condliffe & Link, 2008).

반면 아동·청소년 건강과 사회경제적 지위 간에는 뚜렷한 관계가 존재하

지 않는다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도 있다(West & Sweeting,

2004)

한편 신체활동의 부족과 TV 시청, 게임 등 신체활동을 대체하는

비활동적인 생활습관 등과 이러한 신체활동·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내 부모의 양육행동, 또래집단의 부정적 경험 등이 체중 증가 또는 비만

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보고가 있다(김성희, 2007; Harrell, Bangdiwala,

Deng, Webb & Bradely, 1998). 아울러 과체중·비만청소년의 정신사회적

인 측면에 대해서도 여러 연구들이 있지만, 일치된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

며 아직까지 국내에서 청소년 비만에 대한 연구결과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간 국내에서 청소년 과체중·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으나 특정 지역의 특정연령 집단을 대상으로 한 소

규모 연구들이 많았고, 국내 청소년을 대표할 자료를 분석한 연구가 부족

한 실정이었다. 게다가 현재까지 진행된 아동·청소년 비만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횡단연구를 토

대로 검증된 연구가 많았다. 이렇게 한 시점에서의 청소년 비만연구들은

급격한 발달이 이루어지는 청소년기라는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보다 정

확하게 비만의 변화와 영향요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일반화된 결과를

도출하기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특정 시기의 비만은 동일시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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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으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 과거에 노출된 환경에 영향탓으로 누적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종단 데이터를 활용한 청소년 BMI의 변화양상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종단연구 분석방법으

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동일집단 내에서 상이한 변화를 유형화하는 성장

혼합모형(Latent Growth Mixture Modeling)을 활용하여 연령에 따라 청

소년 BMI의 성장궤적(development trajectory) 유형을 예측해보고, 성장

궤적 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1. 비만의 정의와 아동․청소년 비만

아동·청소년 비만을 적절히 분류하는 것은 비만관련 질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다. 성인의 경우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

비만의 진단기준이 정립되어 있으나,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성인에 비하

여 비만기준이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에게도 마

찬가지로 체질량지수를 활용한 비만기준이 권고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동·청소년 비만의 판정기준으로 표준체중에 의한 비

만도, 체질량지수(BMI) 등이 주로 사용되어 왔다. 체질량지수(BMI)나 표

준체중은 신장과 체중 측정치만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고 특히 BMI는 사

망률 및 질병 이환율 등과도 비교적 높은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비만도 측정 및 판정법이다.

BMI의 한국소아청소년 성장도표와 같은 참고치를 사용할 때는 특정 백

분위수를 과체중이나 비만의 지표로 선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인구집단의

BMI 분포로 비만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각국은 성장곡선(growth

chart)을 개발해 왔다. 이러한 성장곡선은 유사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연령과 성에 따라 다른 BMI 값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질병관리본부

와 대한 소아과학회에서 제시한 소아·청소년 표준 성장도표(2017)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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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준에 따라 성별․연령별 체질량지수가 95백분위수 이상이거나

25kg/㎡ 이상인 경우를 아동·청소년의 비만으로, 85백분위수 이상 95백분

위수 미만은 과체중, 5백분위수 이상부터 85백분위수 미만인 경우는 정

상, 5백분위수 미만은 저체중으로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아·청

소년 표준 성장도표에 제시된 연령별, 성별 백분위수 기준점을 이용하여

체질량지수를 평가하였다.

(1) 표준체중에 의한 비만도

표준체중에 의한 비만도는 성별, 연령별, 신장별 체중 50백분위수를

표준 체중으로 비만도를 계산하는 것으로 가장 간단하고 비교적 정확하

다.

비만도신장별표준체중

실측체중신장별표준체중
×

(2) 체질량지수(BMI)

체질량지수(BMI)는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이

쉽고 신뢰성이 높으며 체지방량과 0.7∼0.8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아동청

소년기에는 성별, 연령에 따라 크게 변하므로 한국소아청소년 성장도표와

같은 참고치를 이용하여 평가해야 한다.

 신장

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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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비만예방 관련 

사업 
사업내용

생활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 학교 나트륨 저감화(교)

- 학생시절부터 싱겁게 먹는 식습관 형

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분에 학교급식

의 나트륨 저감화를 통해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우리 학생들에게 제

공하고자 함

[표 2] 부처별 비만예방사업 현황(2011년~2018년)

측정법 판정기준

체질량지수

(BMI, Body Mass Index kg/㎡)

(질병관리본부, 소아과학회)

1)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5 미만인 경우: 저체중

2)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5 이상 85 미만인 경우: 정상

3)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85 이상  95미만인 경우 : 과체중

4)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95이상인 경우 : 비만

5)성인 비만기준인 체질량지수 25kg/㎡ 이상인 경우는 백분위수와 무관하게 비만

표준체중에 의한 비만도

1)몸무게가 키에 대한 표준체중보다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무거운 경우: 

경도비만

2)몸무게가 키에 대한 표준체중보다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무거운 경우:

중증도비만

3)몸무게가 키에 대한 표준체중보다 50퍼센트 이상 무거운 경우:

고도비만

[표 1] 아동·청소년 비만의 판정기준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 아동청소년 비만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2. 아동․청소년 비만예방 실태와 문제점

아동·청소년 비만예방관련 사업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농림축산식

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표2]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

고 있다. 이와 같이 아동과 청소년 비만예방은 대부분 영양관리나 신체활

동, 운동을 통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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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건강검사 실시(교)

- 학생의 신체발달 상황 및 질병 등 건

강상의 문제를. 조기발견ㆍ치료함으로

써 학생건강 유지ㆍ증진

- 학교체육활성화(교)

- 1학생 1스포츠 활동 활성화로 행복한 

학교생활을 목표로  학교체육 내실화,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공부하는 학생

선수 육성 지원

- 영양관리 및 식생활지도 

강화(교)

- 학교 현장의 올바른 영양·식생활 교육 

강화로 학생 건강관리 수준 제고

- 로컬푸드·슬로푸드, 전통 식문화 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습관 형성

- 식생활교육(방과후 교실)

(농)

- 방과후 교실 식생활교육 학습지원

- 농업․농촌 체험과 연계한 바른 식생활교

육 프로그램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

터 운영(식)

-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에 대

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

- 국민체력 100(문) 

- 국민의 체력 및 건강 증진에 목적을 두

고 체력상태를 과학적 방법에 의해 측정, 

평가를 하여 운동 상담 및 처방을 해주

는 국민의 체육복지 서비스

- 건강체력교실 운영(문)

- 저체력 및 비만학생을 대상으로 개별적 

운동처방을 통해 건강체력 증진의 효율

성을 도모

- 방과후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문)

- 학생 및 학부모의 희망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수요

자 맞춤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설함

- 움직이는 체육관 ‘스포츠

버스’(문) 

- 일반버스를 개조해 간이 운동시설을 갖춘 

스포츠버스를 도서산간 지역 등에 보내 

어린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

- 학교체육시설 인프라 확

충(문)

- 접근하기 좋은 체육환경 구축을 위해 체

육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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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보건소, 건

강생활지원센

터 등)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복)

-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조성을 통하여 사

회적･물리적 지지 환경조성 및 주민 신

체활동 실천 접근성 개선

국가

(대국민 홍보 

등)

-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환

경 개선(식)

-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식품 조리 

및 판매업소의 위생적인 환경 조성과 어

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어

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알기 쉬운 영양표시 개선

(식)

- 소비자가 식품의 영양성분 함량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표시단

위 및 표시도안 등 영양표시기준을 합리

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

보 전달 및 제품 품질 향상을 도모함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

역 지정 및 관리(식)

-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

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

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학교와 해당 학교

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에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이며, 

이 구역에서는 상인들은 불량 식품, 패스

트 푸드, 탄산음료, 지방이 많이 들어있

는 과자를 판매할 수 없음

- 불량식품 근절 종합계획

(식)

- 불량식품 빈발 분야에 대한 강도 높은 

합동단속,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영

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 관리원 

지정·운영 및 불량식품 단속

- KBS, EBS 연계한 학교체

육활성화 캠페인 및 방송제

작 (교)

- 학교체육 우수사례 다큐멘터리 제작 및 캠

페인 전개를 통해 학교. 체육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 (복) 보건복지부, (교) 교육부, (농) 농림축산식품부, (문) 문화체육관광부, (식)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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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목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BMI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 개인별 어떻게

변화 패턴을 보이는지를 분석하여 성장궤적(잠재집단)을 분류하고, 분류

된 성장궤적 유형(잠재집단)에 다양한 예측요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 비만의 예방 및 관리 프로그

램 수립 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청소년 비만의 변화유형에 따라 상이한 정책적 접근을 시도할 필

요가 있는지에 대한 청소년 비만예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비만과 심리·사회적 관계 측면에 대해서도 여러 연구들이

있었지만, 일치된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며 아직까지 국내에서 청소년 비

만과 심리·사회적 영향요인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는 부족한 실정이

다. 아울러 앞서 언급하였듯이 청소년기는 발달 상태에 따라 체질량이 급

격하게 변화하는 시기이므로 체질량지수 연구에 종단적인 접근이 필요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BMI의 변화에

따른 집단 분류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BMI지수의 성장궤적 유형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차

별적인 유형(잠재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둘째, 청소년 BMI 성장궤적 유형(잠재집단) 분류와 관련하여 성별,

건강행위 관련 요인(수면시간, 좌식여가시간), 청소년 심리·사회적 요인

(자아존중감, 우울, 사회적 위축, 부모관계, 교우관계, 교사관계)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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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의 분석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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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비만 영향요인에 관한 문헌고찰

제1절 비만 결정요인에 관한 문헌고찰

아동·청소년의 비만은 유전적인 요인 및 고지방, 고열량 식품섭취 이

외에 운동량 감소, 식행동과 식문화의 변화, 잘못된 식품선택 등 환경적 요

인이 복합적으로 기인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 비만은 어느 시기에나 발생할

수 있으나 신체적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며 호르몬 작용으로 체형 변화가

일어나는 아동·청소년기에 발생률이 특히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강윤

주 등, 1997).

비만 결정요인에 대한 모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델들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회생태적 모델

비만사업을 기획하고 평가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로 사회생태적 모델

(Social-ecological model)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 사회생태적 모델은 비만

이 개인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에 의한 에너지 섭취와 소비의 불균형이 원

인이 되어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이 모델은 사회적 환경을 ①사회구조, 정

책 및 체계, ②지역사회, ③기관/조직수준, ④개인 간 수준 ⑤개인 수준 등

의 다섯 수준으로 구분한다. 사회생태적 모델에서 가장 넓은 범위에서 비

만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사회구조, 정책, 체계이다. 여기에서 사회구조·

정책 및 체계와 지역사회 수준과 관련한 중재는 지역사회 혹은 전국을 대

상으로 한다. 또한, 기관이나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고 지원하는 국가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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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부의 정책이 포함되며, 법률, 규정 이외에 식생활지침 제정 등의 정책

이 포함된다. 그 동안 대부분의 연구들은 아동청소년 비만에 대해 개인적

수준에 초점을 맞추어 원인을 규명하였으나, 이 모델에 따르면 효과적인

아동청소년 비만예방을 위해서는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더 나아가 사회구조/정책의 영향을 포함한 비만예방 전략을 추천

한다.

(2) 아동비만 요인에 대한 Parrott & Myers 모델

Parrott & Myers(2005)는 아동기 체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

게 3가지로 구분하여 아동비만을 설명하는 관점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부모의 행동, 환경적 요인, 아동의 행동이 아동의 에너지섭취

와 소비의 균형에 영향을 미쳐 아동비만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3) 청소년 비만 요인에 관한 Neumark-Sztainer 모델

Neumark-Sztainer 등(2007)은 그림과 같이 사회환경, 개인, 행동요

인 을 토대로 5년 후 청소년에서의 체중관련 결과를 예측하였다. 5년 동안

의 장기연구에서 2,616명의 청소년 대상으로 사회환경 및 개인, 행동요인

과 3가지 체중관련문제(비만, 폭식, 과도한 체중조절행위)의 관계를 분석

한 결과, 사회환경 변수는 체중관련 규범, 미디어 노출, 가정의 식품환경,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 등으로 나뉘고, 개인요인으로는 신체이미지와 체

중인식, 심리적 웰빙(우울감, 자존감), 영양지식 및 태도 등이 있으며, 행동

요인으로는 체중조절 노력, 식사양식, 신체활동 등이 있음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은 5년 후 비만상태, 폭식, 과도한 체중조절행위들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학생에게 더 많은 요인들이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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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만과 관련한 사회적 압박, 체중에

대한 걱정, 건강하지 않은 체중조절 행위를 감소시킨다면 아동청소년의

비만 예방에 도움을 줄 것이라 제언하였다.

제2절 아동․청소년 비만 관련 실증연구 고찰

비만의 원인으로는 유전적 요인, 내분비적 요인, 생활습관적 요인,

환경적 요인, 경제적 요인 등 많은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본 절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 비만과 관련된 요인으로 알

려진 건강행위 관련 요인과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나누어 선행연구를 살

펴보고, 아울러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한 청소년 비만관련 연구에 대한 선

행연구도 검토하고자 한다.

1) 건강행위(health promotive behavior)

건강행위 또는 건강증진행위는 개인의 건강상태를 결정하는 삶의

방식으로 다양한 신체활동에 참여하고 좋은 영양습관을 갖는 것이라 정

의된다(김수린, 유조안, 2014에서 재인용). 건강증진행위에서는 일상에서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는 손 씻기와 같은 개인위생, 규칙적인 식사, 운동

과 걷기를 비롯한 신체활동, 과일과 채소, 우유 등 영양가 있는 음식 섭

취, 충분한 수면, 유해한 가공식품섭취, 비활동적 좌식생활, 음주 및 흡연

행위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수면시간도 청소년 비만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것으로 보고

된다(이자형, 이기혜, 2015). 최근에는 짧은 수면시간이 비만과 관련이 있다

고 밝혀졌다(박인자, 박양원, 2009; Kohatsu et al. 2006; Ayas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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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면시간의 부족은 체내 호르몬분비의 변화를 일으키고 식욕과 에너

지 대사에 관여하여 비만의 위험도를 높이기 때문이다(Nedeltcheva et al.,

2009, Spiegel, Leproult & Van Cauter, 1999).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Seicean et al., 2007) 8시간 이상 수면을 하는 고등학생에 비하여 5시간미

만 수면하는 고등학생의 비만 위험비(odds ratio)는 7.65라고 밝혔다.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복임의 연구(2015)에서는 수면시간이 8시간이

상인 집단에 비해서 5시간 미만인 집단의 비만 위험비는 1.19라고 밝혔다.

또한 7세에서 12세의 국내 특정지역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수

면시간이 적은 집단에서 수면시간이 충분한 집단에 비해 체질량지수가 높

게 나타남을 보고한 바 있다(Choi et al., 2009).

컴퓨터게임 시간의 증가 역시 비만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

다. 컴퓨터의 이용은 이미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아 교육,

정보, 오락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지나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운동량의 감소나 잘못된 생활습관은 청소년 비만으로 이어지기도 한

다. 여러 연구에서 TV시청과 컴퓨터 사용 및 게임시간(screen time)의 증

가가 비만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Davison, Marshall &

Birch, 2006; 유정순, 최윤진, 김인숙, 장경자, 천종희, 1997). 중학생의 건강

불평등 상태를 조사한 이자형과 이기혜(2015)의 연구결과 특정학생이 게임

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비만일 확률이 비만이 아닐 확률에 비해 약 1.2배

높다고 보고되었다. 유철현, 한성호, 박영진, 박주성과 김종은(2006)의 연구

에서는 중학생의 컴퓨터 사용시간이 2시간을 넘어서는 경우 비만 위험도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Han 과 Ju(2005), Yun(2001)이

중고등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비만과 TV시청시간 및 컴퓨터 사용시

간, 운동정도 등의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 모두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또한 김재희(2008) 연구에서도 비활동성 여가활동인 TV시청과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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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터사용에 따른 과체중․비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활동성 여가활동인 중등도 신체활동은 유의한 차

이를 보인바, 여가활동을 위해 앉아있는 시간만을 비만관련 요인으로 파악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2) 심리·사회적 요인

비만 아동청소년은 자존감의 상실, 우울, 부정적 자기신체상 등과

같은 심리·사회적 문제들을 겪기 쉽다(강윤주 외, 1997). 비만아들은 나쁜

신체상을 가지고, 또래로부터 놀림과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자

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스스로를 한 인간으로서 무가치하고 무능하다고

생각하여 우울을 경험할 수도 있다. 최필선, 민인식과 김원경(2009)에 따

르면 청소년기의 비만은 부정적 자아관, 열등감, 우울증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따돌림과 스트레스 등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심화될 수 있다.

이미 몇몇 연구에서 비만이 학생의 교우관계와 학교생활적응 등의

변인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논의되어 왔다(배호중, 유비,

2015; Janssen, Craig, Boyce & Pickett, 200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의 중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Janssen et. at.(2004)의 연구에서는 15세

에서 16세의 정상체중 남학생들에 비해 비만집단의 남학생들이 따돌림과,

공격적 행동의 희생양이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1-14

세 집단에서는 비만도(BMI)와 따돌림 행동의 연관성이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Griffiths, Page and Horwood(2006)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한 후 비만과 따돌림 행동의 연관성을 살펴보았

는데,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비만집단이 정상체중집단에 비해 피해자

가 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교우관계와 비만의 관계를 연구한 국내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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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동은 심리적불안정, 소극적, 내성적 성격의 어린이로 성장할 위험이

있으며(박재희, 2002), 아동이 경험하는 비만스트레스는 사회성 함양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은혜, 김광웅, 2002). 문재우

와 박재산(2009)의 연구에 따르면 고학년 초등학생의 경우 인지하는 비만

스트레스의 정도가 심할수록 낮은 사회성을 갖는다. 배호중과 유희(2015)

의 연구는 중학생집단에서 비만인 경우 학교적응도가 비교적 낮으며, 특

히 하위영역 중 교우관계 적응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부모의 학대, 방임 등 부모와의 관계도 아동기 비만을 예측하는 유

의미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Lissau & Sorensen, 1994; Park & Kim,

2016; Shin & Miller, 2012). 9~10세에 부모로부터 방임을 받은 아동은 10

년 후 비만을 경험할 가능성이 방임경험이 없는 아동에 비해 7배 컸다

(Lissau & Sorensen, 1994). 또한 방임을 경험한 아동의 경우 3세 경부터

비만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된다(Whitaker et al., 2007). 국내의

연구에서도 아동학대 및 방임의 경험은 아동의 과체중 및 비만과 정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보고된다(정선영, 2013).

3)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한 아동․청소년 비만관련 연구

영국의 종단자료를 활용한 Stuart와 Panico(2016)의 연구에 따르면

9,699명의 아동에게서 측정한 3,5,7,11세 체지량지수에 기반해 잠재성장

궤적유형을 확인하였는데, 분석결과 비만유형 3.1%, 과체중유형 14.4%,

중간정상제중유형 37.8%, 저정상체중유형 44.8%으로 분류되었다. 남자아

동이며, 백인일 때 과체중과 비만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소득이 낮

을 때 과체중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임신기간 중 흡연을 했을 때 비만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었다. 국내연구로는 정선영(2013)이

한국복지패널의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441명의 아동의 체중분류를 저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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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체중/과체중으로 분류하고 어머니의 취업이 비만과 과체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취업이 TV시청 시간을 증가시

켜 비만에 속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한편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KCYPS)초4패널 1차년부터 5차년도까지의 자료를 이용한 이상균

(2017)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체질량지수의 성장궤적 유형을 성장혼합모형

을 통해 확인한 결과 4개 성장궤적유형(과체중집단, 정상체중집단, 마른

정상체중집단, 저체중집단)을 확인하였고 남자아동, 학대의 경험, 질병문

제의 경험, 오랜 좌식여가시간, 모의 장기간 근로 등의 특성을 가질 경우

과체중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체질량지수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 추정 및 영향요인을 연구한 이현정․

김지선․홍세희(2018)의 분석결과 체질량지수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은 정

상BMI유지, 비만진입, 과체중유지, 평균체중 이하의 총 4집단으로 구분되

었고, 잠재집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성별, 수면시간, 컴퓨터게임 시

간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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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방법

제1절 연구자료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 청소년패널조사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중 1패널 자료 가

운데 2차년도에서 6차년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KCYPS 중1 패널

자료는 2010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중학교 1학년생을 대표하는 패널 표본

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 매년 1회씩 개인의 성장 및 발달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 등에 대해 추적 조사한 종단자료이다.

KCYPS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아동청소년기의 성장 및 발달 과정

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설문

지 문항은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발달해가는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내용이 구성되

어 있으며, 조사내용은 개인발달영역(신체발달, 지적발달, 사회정서발달,

비행, 생활시간), 환경발달영역(가정환경, 친구관계, 교육환경, 지역사회

환경, 매체환경 등), 기타영역(배경변인, 패널관리 변인 등)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연구대상이 중학교 2학년(2차년도)에

서 고등학교 3학년(6차년도)이 되기까지의 시기이다. 먼저 BMI의 기초가

되는 청소년의 키와 몸무게를 조사하기 시작한 시점이 2차년도(2011년)인

중학교 2학년이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전환기는 청소년들에

게 일종의 스트레스 사건이 된다는 점에서(Hirsh & DuBois, 1992) 정서·

행동적으로 큰 변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이 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속하는 청소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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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에서는 중1패널의 전체표본 2,351명 중에서 BMI의 기초가 되는

키와 몸무게를 조사하기 시작한 2차년도(2011년) 응답자 중 연속해서 세

번이상 결측된 학생40명을 제외한 2,311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부모의 학력, 소득 등의 정보는 청소년의 부모가 응답한 자료를 이용하였

다.

제2절 주요변수와 분석모형

1. 주요변수

(1) 종속변수 : 청소년 BMI지수

BMI지수는 체중(kg)을 키(m)의 제곱으로 나누어 구한 것으로 지방

량을 직접적으로 측정하지는 않지만 효율적이고 신뢰도가 높아 연구용으

로 널리 활용되는 비만측정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 중1

패널 2-6차 자료에 조사된 키와 몸무게 자료를 활용하여 각 연도 체질량

지수를 계산하였다.

아울러, 체형관련 BMI지수의 기술통계를 분석할 때는 우리나라는

질병관리본부와 대한 소아과학회에서 제시한 소아·청소년 표준 성장도표

(2017)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성별․연령별 체질량지수가 95백분위수 이

상이거나 25kg/㎡ 이상인 경우를 아동청소년의 비만으로, 85백분위수 이

상 95백분위수 미만은 과체중, 5백분위수 이상부터 85백분위수 미만인 경

우는 정상, 5백분위수 미만은 저체중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

는 소아·청소년 표준 성장도표에 제시된 연령별, 성별 백분위수 기준점을

이용하여 체질량지수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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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 청소년 BMI지수의 영향요인

청소년 BMI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KCYPS 중1패널 2차년

도 조사자료에서 다음의 도구를 통해 구성하였다. 먼저 청소년의 심리·사

회적 관계 요인은 가족요인(부모관계), 학교요인(교우관계, 교사관계), 심

리적요인(자아존중감, 우울, 사회적 위축)에 대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청소

년의 건강행위와 관련해서는 좌식여가시간, 수면시간 문항을 사용하였다.

(1)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관계 요인

① 부모관계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요인 중 가족관계 요인은 청소년이 부모로부

터 받은 학대경험과 방임경험에 대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방임은 청소년

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것을 제공하지 않아서 방치된 상태를 말

하며, 학대는 사람이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하는 것을 말한다

(심리학용어사전, 2014).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부모의 학대 척도는 총 4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문항내용은 아래와 같다. 각 문항은

Likert 척도(1=매우 그렇다, 2=그런 편이다, 3=그렇지 않은 편이다, 4=전

혀 그렇지 않다)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관계는 방임(총4문항) 및 학대 문

항(총4문항)의 각각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해석 상 편의를 위해 부정문항은 역 코딩 처리를 한 후에 분석을 실시하

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부모의 학대 수준을 높게 지각함을

의미한다. 학대 척도의 신뢰도는 .84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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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내용-방임관계 cronbach’s α

1. 다른 일(직장이나 바깥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770
2.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물어보신다

3. 내 몸이나, 옷, 이불 등이 깨끗하도록 항상 신경 쓰신다.

4. 내가 많이 아프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신다.

[표 3] 방임 문항내용 및 신뢰도 계수

문항내용-학대관계 cronbach’s α

1.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정도 이상으로 심하게 혼내신다.*

.847

* 역코딩

2.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무조건 때리려고 하신다.*

3.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보호자)께서 나를 

심하게 대하신 적이 많다.*

4.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많다.*

(예: 멍청이, 나가죽어라, 네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등)

[표 4] 학대 문항내용 및 신뢰도 계수

부모의 방임은 총 4문항(표 참조)이며,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

(1=매우 그렇다, 2=그런 편이다, 3=그렇지 않은 편이다, 4=전혀 그렇지 않

다)로 측정되었다. 부모의 방임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지각하

는 부모의 방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방임 척도의 신뢰도는 .770로

나타났다.

② 교우관계, 교사관계

교우관계는 청소년이 발달 과정에서 또래들과 가지게 되는 인간관

계로써 정서발달과 사회성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교사관계란 교사

와 학생간의 관계라고 정의되며(국어용어사전, 2014), 교사-학생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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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내용-교사관계 cronbach’s α

1.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835

* 역코딩

2. 선생님과 이야기 하는 것이 편하다.*

3.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다.*

4. 우리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친절하시다*

5. 내년에도 지금 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표 6] 교사관계 문항내용 및 신뢰도 계수

문항내용-교우관계 cronbach’s α

1.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686

* 역코딩

2.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한다.*

3.친구가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함께 보거나 빌려준다.*

4.놀이나 모둠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내 말을 잘 따라 준다.*

[표 5] 교우관계 문항내용 및 신뢰도 계수

교사와 학생이 함께 공유하는 심리적 공간을 의미한다(정병삼, 201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교우관계와 교사관계 척도는

각각 5문항씩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1=매우 그렇

다, 2=그런 편이다, 3=그렇지 않은 편이다, 4=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되

었다. 본 연구에서는 교우관계 5문항 중 신뢰도 계수 값을 고려하여 타당

도가 0.4 미만인 한 문항을 제외한 4문항([표5] 참고)만을 사용하였다. 교

우관계와 교사관계 변수는 각각 4문항, 5문항의 평균점수를 구해 사용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 상 편의를 위해 역 코딩 처리를 한 후에 분석

을 실시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척도의 신뢰도는 교우관계가 .686, 교사관계가

.83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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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내용-자아존중감 cronbach’s α

1.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847

* 역코딩

2.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4. 나는 남들만큼의 일은 할 수 있다*

5.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6. 때때로 나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7.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8.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9. 나는 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표 7] 자아존중감 문항내용 및 신뢰도 계수

③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으

로 자기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

한다.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문항 5개와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문항 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1=매

우 그렇다, 2=그런 편이다, 3=그렇지 않은 편이다, 4=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되었다. 긍정적 자아존중감 문항의 경우 점수가 높아질수록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긍정적 자아존중감 문항(1번,

3번, 4번, 7번, 9번)은 역 코딩 처리를 한 후에 분석을 실시하여, 자아존중

감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척도의 Cronbach’s α를 산출한 결과, ‘나

는 나를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문항은 전체 신뢰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고, 문항 내용의 의미가 다소 모호하다고 판단하여 이 문항

을 제외한 총 9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의 α계수는 .847 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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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우울

우울은 일상생활에서 가벼운 정도의 슬픈 감정 상태와 심각한 정신

병리적 상태를 양극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감정으로써(Lazarus, 1976), 한

국아동청소년조사(KCYPS)의 청소년 우울 척도는 김광일, 김재환과 원호

택(1984)이 개발한 간이정신진단검사의 우울척도를 수정·보완한 질문지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우울 문항내용은 아래표와 같으

며,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1=매우 그렇다, 2=그런 편이다, 3=그렇

지 않은 편이다, 4=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

상 편의를 위해 역코딩하여 본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우울정도가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울의 α계수는 .904 이었다.

문항내용-우울 cronbach’s α

1. 기운이 별로 없다*

.904

* 역코딩

2.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3. 걱정이 많다.*

4.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5. 울기를 잘한다.*

6. 어떤 일이 잘못 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7. 외롭다.*

8.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9.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10. 모든 일이 힘들다.*

[표 8] 우울 문항내용 및 신뢰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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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회적 위축

사회적 위축은 사회적 상황에 직면했을 때 수줍어하고 고립되며 타

인과의 사회성 기술이 결핍되어 사회적 관계를 잘 맺지 않으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사회적 위축은 김선희, 김

경연(1998)이 개발한 척도에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연구

진이 중복문항을 제외하고 수정․보완한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1=매우 그렇다, 2=그런 편이다, 3=그렇지 않

은 편이다, 4=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되었다. 사회적위축 문항은 점수

가 높을수록 사회적위축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도록 모든 문항을 역

코딩하여 활용하였다. 사회적 위축의 α계수는 .850 이었다.

문항내용-사회적 위축 cronbach’s α

1.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

.850

2. 부끄럼을 많이 탄다*

3.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4. 수줍어 한다.*

5.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

[표 9] 사회적 위축 문항내용 및 신뢰도 계수

(2) 청소년의 건강행위 관련 요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에서는 청소년의 10가지 생활시

간(취침시간, 기상시간, 학원 및 과외시간, 학교숙제시간, 학원 및 과외숙

제시간, 기타공부시간, 독서시간, 컴퓨터 및 게임기 오락시간, TV 및 비

디오 시청시간, 친구들과 노는 시간)에 대해 시와 분을 나누어 조사하였

으며, 학교에 가는 날과 가지 않는 날을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청소년의 건강행위와 관련한 변수로 비활동성 여가활동으로 ‘좌식

여가시간’, ‘수면시간’을 설정하였고, 학교에 가는 날의 시간을 대상으로‘시’



- 25 -

구분 변수명 조작적 정의 특성

설명변수

수면시간: 취침시간
취침시간, 등교일(시, 분)

취침시간, 비등교일(시, 분)

연속

수면시간:기상시간
기상시간, 등교일(시, 분)

기상시간, 비등교일(시, 분)

여가시간:컴퓨터/게임오락시간
등교일(시, 분)

비등교일(시, 분)

여가시간:TV/비디오시청시간
등교일(시, 분)

비등교일(시, 분)

[표 10] 청소년의 건강행위 관련 변수 

와 ‘분을 60으로 나눈 값’을 합한 시간을 도출하여 사용하였다. 비활동성

여가활동인 ‘좌식여가시간’은 하루에 컴퓨터/게임기 오락시간과 TV/비디오

시청시간을 더하여 시간총량 변수를 생성하였다. 활동성 여가활동 즉 조깅,

농구, 줄넘기, 등산, 자전거타기 등 몸에 땀이 밸 정도의 중등도 및 격렬한

신체활동에 대한 설문문항은 조사되지 않은 바,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가

대답한 TV시청, 컴퓨터 사용시간을 이용하여 비활동성 여가활동인 ‘좌식여

가활동’ 변수를 설정하였다. 아울러 '수면시간'은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의 차

를 구하여 수면시간 변수를 생성하여 이용하였다.

2.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 성장혼합모형

(Growth Mixture Model)과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여 청소년 BMI의 성장궤적 유형을 확인하고 각 유

형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적어도 3번 이상 측정된 종단자료(longitudinal data) 또는 패널자료(panel

data)를 대상으로 집단 및 개인 수준에서의 변화의 크기를 추정하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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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다. 잠재성장모형의 경우 전체 집단을 대표하는 성장 분석에 그 초점

을 두고 있으며,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효과 또한 각 개인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한편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은 전체 집단을 대표하는 성장분석에 초점을 두는 전통적인 잠재

성장모형을 기반으로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같은 모집단 내에서도 서

로 다른 성장 궤적(trajectory)을 가지는 하위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특정 모집단에서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을 추적할 수 있다. 또한

각 계층별로 서로 다른 성장요인 모수(parameter)를 추정하고 개별 관측

치가 각 집단에 속할 확률에 근거하여 집단을 구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

다(Muthén & Asparouhov, 2007). 따라서 성장혼합모형은 이러한 이질적

성장경향을 나타내는 잠재집단(latent trajectory class)을 추적하고 특정

변인과 개별 집단과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성장혼합모형을 토

대로 본 연구에서는 Mplus 7.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청소년 BMI지수 변

화 패턴에 따라 잠재집단을 구분하고, 각 잠재집단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SPSS를 이용하여 수행

하였다.

1)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 LGM)

잠재성장모형(LGM)은 반복 측정된 관측치를 통해 하나의 모집단

을 가지는 개인들의 평균 변화 양상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대상의 개인 내

적변화(intra-individual change)와 그 변화 내 개인차(inter-individual

differences)를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다(Duncan, Duncan & Strycker,

2006). 여기서 모집단은 동질한 단일 집단으로 가정되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개인 내적 변화의 형태는 하나의 평균 발달 궤적(developmental

trajectory)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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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모형은 2단계에 걸쳐 분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단계에

서는 반복측정된 변수만 포함한 모델의 변화를 분석한다. 즉 1단계에서는

반복 측정된 관측치에서 두 개의 잠재 변수인 초기값(intercept)과 변화율

(slope)을 추정하고 연구대상들의 전반적인 변화궤적의 형태를 묘사한다.

이를 무조건부 모형(unconditional model)이라 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의

신장을 일정기간에 걸쳐 측정한 후 이들의 신장 크기가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여기서 초기값은 최초 측정 시점의 값을 의미하며

변화율은 최초 측정시점부터 마지막 측정시점까지의 평균속도, 즉 기울기

를 의미한다. 연구자는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연구대상 전체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평균(mean)을 알 수 있으며, 초기값과 변화율의 변량(variance)

를 통해 각각의 개인차를 확인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시간에 걸친 변화

를 예측할 수 있는 변수를 모델에 포함하여 분석한다. 무조건부 모형에서

결정한 최적의 변화궤적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개인차를 설명하는 요인

(covariate)를 변수로 포함하여 그 효과를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모델

을 조건부 모형(conditional model)이라 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의 신장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가운데 영양상태를 포함시켜 이 영양상태

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성장모형이 청소년 BMI 궤적의 전반적인 형태

를 파악하여 성장혼합모형에 적용하기 위한 기초분석으로써 활용되었다.

따라서 2단계(조건부 모델)는 생략하고 무조건부 모형에 대한 분석만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모형은 [그림2]과 같다. [그림2]에서 ‘ICEPT’

는 절편(intercept)으로 초기값(intial score), 즉 첫 번째 시점의 값을 의미

하고, ‘SLOPE’는 기울기(slope)로 변화율(rate of change)을 의미한다. 관

측변수들(x1, x2, x3, x4, x5)은 5번에 걸쳐 측정되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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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잠재성장모형의 무조건부 모형

ICEPT와 SLOPE는 공변하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공분산 추정치

(covariate)는 초기값이 연속적인 변화율을 예측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

적(+)인 공분산 추정치는 측정시점 1(x1)에서 높은 초기값을 갖는 응답자

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율이 높음을 의미하고, 부적(-)인 추정치는

그 반대임을 의미한다.

ICEPT의 평균(mean)은 측정오차를 반영한 초기값의 평균이며 이

는 전체표본의 평균을 의미한다. ICEPT의 분산(IVariance)은 평균 초기

값에 대한 개인차의 범위를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SLOPE의 평균

(SMean)은 측정오차를 반영한 변화의 평균을 의미한다. SLOPE의 분산

(Svariance)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율의 개인차의 범위를 의미한다.

잠재성장곡선모델의 적절한 모형 결정은 모델 적합도를 통해 할 수

있다. 모델 적합도는  통계량과, Comparative Fit Index(CFI: Bentler,

1990), Tucker and Lewis Index(TLI; Tucker & Lewis, 1973),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 Steiger & Lind,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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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SRMR; Bentler, 1995) 등의

적합도 지수(fit indexes)로 제시된다. 우선 통계량은 유의하지 않아야

적합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분포가 표본크기에 민감

하기 때문에 사례수가 400이상일 경우에는 통계량이 대부분 유의하다

(Kenny, 2014). 따라서 사례수가 클 경우에는 CFI, TLI, RMSEA 등 다른

적합도 지수를 같이 고려해주어야 한다.

모델 적합도 지수들 중 CFI와 TLI는 .95 이상, SRMR은 .8 이하이

면 모델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판단한다(Hu & Bentler, 1999). RMSEA는

.01 보다 작으면 우수한 적합도(excellent fit), .05 이하면 좋은 적합도

(good fit), 그리고 .08 이하면 보통 적합도(mediocre fit)로 평가하지만

(MacCallum, Browne, & Sugawara, 1996), 학자들에 따라 RMSEA 기준

을 .10 이하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Kenny, 2014). 본 연구에서는

RMSEA가 .10을 넘을 경우에만 모델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

다.

2)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 GMM)

잠재성장모형은 연구 대상의 평균 초기수준과 변화율을 추정하여

변화를 하나의 단일 궤적(single trajectory)으로 나타내고 그에 대한 개인

차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종단 연구방법으로의 의의가 있다. 또한 다른 성

장 모형과는 달리 잠재성장모형은 두 개의 잠재변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분석모형의 확장이 비교적 쉽다는 장점이 있다(Muthen, 2004).

그러나 잠재성장모형은 하나의 발달 궤적이 전체 모집단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며 성장 궤적을 설명하는 요인의 효과가 모든 개인에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가정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있다. 즉, 잠재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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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기본가정은 모집단의 동질성(homogeneity)을 토대로 하는데, 이는

이미 개인을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별로 다른 특성을 가진 존재로 연구해

왔던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이론에 반하는 것으로 실제 현상과는 달리 복

잡한 변화양상을 과도하게 단순화시키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Duncan et

al., 2006; Jung & Wickrama, 2008).

성장혼합모형(GMM)은 이러한 단일 모집단 가정을 완화시켜 전체

모집단(entire population) 내 이질적인 하위집단(sub-population)이 존재할

수 있음을 가정한다(Muthén, 2004)1). 성장혼합모형의 목적은 잠재집단의

수를 추정하여 집단별로 서로 다른 궤적과 각각의 궤적을 설명하는 요인

을 밝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Duncan et al.,2006).

성장혼합모형도 일반적인 잠재성장곡선모델을 이용한 분석과 마찬

가지로 예측변수나 결과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무조건부 모형

(unconditional model)과 이들을 포함한 조건부 모형(conditional model)의

단계로 나뉜다. 본 연구의 성장혼합모형 분석 단계에서는 청소년 BMI궤적

유형 분류(classification)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예측변수도 포함하지 않은

무조건부 성장혼합모형(unconditional growth mixture modeling)만을 분

석하였다2). 또한 본 연구는 성장궤적 유형이 선형성장 모형에 기반을 둔

다고 가정하였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기 표준성장도표와 학교

건강검사결과에서 제시된 BMI 변화궤적이 비선형적 성장보다는 선형적

성장궤적에 가깝기 때문이다(교육부, 2015; 문진수 외, 2015). 또한 비선형

적 성장모형을 고려할 만큼 측정시점이 많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선행연

1) Growth Mixture Models allow different classes of individuals to vary around different mean 

growth curves.

2) 왜냐하면 영향요인을 포함한 성장모형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투입된 예측요인에 따라 도출되

는 잠재유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잠재유형의 도출과 관련하여 명확한 예측요인의 설정이 

중요한데, 현재까지 BMI의 잠재유형과 관련된 예측요인을 다룬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

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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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도 선형성장모형을 적용하고 있다(Park & Kim, 2016). 아울러 무조

건부성장혼합모형의 전체적인 개념적 모델을 제시하면 [그림3]와 같다.

[그림 3] 성장혼합모형의 무조건부 모형

성장혼합모형의 잠재집단의 수는 집단의 수를 하나씩 늘려 k집단

모델(k-class model)까지 분석한 후 k개 집단 모델이 k-1개 집단 모델보

다 적절한지를 모델 적합도 지수와 하위집단별 표본 구성 비율, 그리고 연

구 문제나 이론적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자가 결정하게 된

다.

성장혼합모형에서 잠재집단 수를 결정하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모

델 적합도 지수는 아카이케 정보기준지수(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AIC; Akaike, 1987), 베이지언 정보기준지수(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BIC;

Schwarz, 1978), 수정베이지언 정보기준지수(Sample-Size 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SABIC; Sclove, 1987) 등이다. 비교하는 모형 중 AIC와

BIC, 그리고 SSABIC는 지수가 작을수록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판단하며, 정보준

거지수 중 가장 수행력이 좋은 지수는 BIC로 알려져 있다(Nylund, 2007). AIC와

BIC는 식(1)(2)와 같이 계산되며, 아래 식에서 L은 우도비(likelihood ratio), p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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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개수, n은 표본크기를 나타낸다.

ln (1)

lnln (2)

본 연구에서는 가능하면 가장 작은 AIC, BIC, 그리고 SSABIC 값을

보이는 모델을 선택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적합도 지수들과 함

께 고려할 수 있는 엔트로피(Entropy; Jedidi, Ramaswamy, & Desarbo,

1993)는 잠재집단 분류의 명확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0과 1사이 값으로 나

타난다. 집단의 분류가 정확할수록 1에 가까워진다(Clark, 2010).

연구자는 분석과정에서 각 k 집단 모델마다 잠재집단별 사례수와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의 집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전체 표본 중

최소한 1%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Hill, White, Chung, Hawkins, &

Catalano, 2000). 아울러 집단멤버십의 사후확률(posterior probabilities)은

1에 가까워야 집단의 분류 및 배정이 잘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구성원의 수가 1%미만인 하위집단이 없는 경우(Jung & Wickrama,

2008), 엔트로피(entropy) 즉 하나의 잠재계층에 속할 확률이 0.7이상으로

명료할 경우(Muthen, 2004) 적절한 하위집단의 수를 가진 모형으로 판단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경제적 요인, 사회적 관계, 건강행위 등 비만

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요인이 청소년 BMI 성장궤적 유형 분류와 관련

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있다. 이에 성장혼합모

형을 통해 청소년 BMI 변화유형이 몇 개의 하위집단으로 구분되는 지를

확인하고, 각 집단소속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통해

청소년 BMI 잠재 성장궤적 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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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고자 한다.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통하여 각 변화유형별 하위집단에 포함하게

될 예측요인의 영향력은 오즈비(Odds Ratios)로 제시하였다. 오즈비는

exp로 가 0보다 크면 오즈비가 1보다 크며 이는 변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반대로 가 0보다 작

으면 오즈비는 1보다 작게 나오게 되며 이는 변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 청소년 BMI의 성장궤적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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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1,151 49.8

여 1,126 48.7

무응답 34 1.5

합계 2,311 100.0

부 최종학력

전문대졸 이상 1,138 49.2

고졸이하 893 38.6

무응답 280 12.1

합계 2,311 100.0

모 최종학력

전문대졸 이상 885 38.3

고졸이하 1,176 50.9

무응답 250 10.8

합계 2,311 100.0

제4장 분석결과

제1절 기술통계 분석결과

1. KCYPS 중1패널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자료 2,311명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범주형 변수는 각 범주별 빈도와 비율을, 연속형의

경우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먼저 전체 표본의 성별 구성은 남성

이 49.8%(1,151명), 여성이 48.7%(1,126명)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은

부모가 응답한 본인의 학력으로 고등학교졸업 이하/전문대졸업 이상 졸업

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갖

는 청소년은 893명(38.6%)이었고, 전문대졸 이상은 1,138명(49.2%)로 아버

지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인 청소년 비중이 다소 높았다. 반면 어머니의 학

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은 1,176명(50.9%), 전문대졸 이상은

885명(38.3%)으로 모의 최종학력이 고졸이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 11]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기초통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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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평균 표준편차

가구소득(만원) 4514.34 2481.00 

부모관계
방임 1.87 0.59 

학대 1.84 0.72 

교우관계 3.06 0.49 

교사관계 2.80 0.66 

자아존중감 2.91 0.50 

우울 1.93 0.62 

사회적위축 2.24 0.71 

수면시간(시간) 7.67 0.96 

좌식여가시간(시간) 3.02 1.80 

BMI지수

2차(중2) 20.14 3.18 

3차(중3) 20.45 3.03 

4차(고1) 21.12 3.19 

5차(고2) 21.45 3.22 

6차(고3) 21.97 3.41 

조사 대상자의 부모가 응답한 연 가구소득은 평균 4,515만원

(sd=2,481)을 보고하였다. 부모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방임·학대경험의 평

균은 4점 중 각각 1.87점 1.84점이었다. 학교에서 교우관계와 교사관계의

평균은 각각 3.06점, 2.80점으로 교우관계의 평균 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

다. 청소년 심리적 변인인 자아존중감의 평균은 2.91점이었고 우울의 평균

은 1.93점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건강행위와 관련해 좌식여가시간과 수

면시간 변인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7.67시간(sd=0.96)의 수면을 취하고,

오락 및 게임, TV시청 등 좌식여가시간의 평균은 3.03시간(sd=1.80)이었

다. 아울러 본 연구의 주요변인으로 2차에서 6차까지 조사된 BMI지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발달에 따라 BMI지

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3).

[표 12]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기초통계(2)

3) 우리나라 아동청소년기 표준성장도표와 학교건강검사결과에서 제시된 BMI 변화궤적도 비

선형적 성장보다는 선형적 성장궤적에 가까움(교육부, 2015; 문진수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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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 비만

n
비율

(%)
n

  비율

(%)
n

  비율

(%)
n

  비율

(%)

중2

남 72
56.7

(6.3)
891

48.2

(77.4)
57

47.9

(5.0)
131

72.0

(11.4)

여 55
43.3

(4.9)
958

51.8

(85.1)
62

52.1

(5.5)
51

28.0

(4.5)

합계 127 5.6 1,849 81.2 119 5.2 182 8.0

2. 각 연도별 KCYPS 중1패널 표본청소년의 비만도 현황

KCYPS 중1패널(2차 ∼ 6차년도) 표본자료의 BMI지수를 질병관리

본부와 대한 소아과학회에서 제시한 소아·청소년 표준 성장도표(2017)에

서 정한 기준([표19] 참고)을 적용해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 비만으로

분류해 보았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11년 중2학년의 과체중·비만체중에

해당하는 비율은 13.2%였고, 중3은 12.5%, 고1 14.4%, 고2 16%, 고3

19.7%로 중3학년 때 과체중·비만 비율이 다소 감소하였다가 점차 높아지

고 있다. 특히 비만비율은 고2(12.3%)에서 고3(16.3%) 4%p 높아져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정상체중 비율은 중2 81.2%에서 고3 74.7%로 점차 낮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학생 중2의 저체중 비율과 과체중·비만

비중이 각각 6.3%, 16.4%로 여학생의 저체중(4.9%), 과체중·비만(10.0%)

비율보다 높았다. 즉, 남학생의 정상체중 비율(77.4%)이 여학생(85.1%)보

다 낮음을 보여준다. 남녀 청소년 모두 저체중 비율은 중2∼ 고3 기간 동

안 증감을 보였으나, 과체중·비만 비율은 중2에서 중3 다소 감소(남자 :

16.4%→16.2%, 여자 : 10%→8.6%)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증가하

는 추세를 보였으며 고3때 과체중·비만 비율(남학생 22.5%, 여학생 16.8%)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녀 청소년 모두 저체중집단 학생보다 과체

중·비만집단 학생이 그러한 경향을 유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13] 각 연도별 KCYPS 패널표본의 BMI지수에 따른 비만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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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 비만

n
비율

(%)
n

  비율

(%)
n

  비율

(%)
n

  비율

(%)

중3

남 86
59.7

(7.6)
861

47.7

(76.2)
54

49.5

(4.8)
129

76.3

(11.4)

여 58
40.3

(5.3)
945

52.3

(86.1)
55

50.5

(5.0)
40

23.7

(3.6)

합계 144 6.5 1,806 81.1 109 4.9 169 7.6

고1

남 70
64.8

(6.6)
797

47.6

(74.8)
40

48.8

(3.8)
159

72.6

(14.9)

여 38
35.2

(3.7)
877

52.4

(86.2)
42

51.2

(4.1)
60

27.4

(5.9)

합계 108 5.2 1,674 80.4 82 3.9 219 10.5

고2

남 73
57.5

(6.9)
787

49.3

(74.5)
13

17.3

(1.2)
183

72.3

(17.3)

여 54
42.5

(5.4)
808

50.7

(81.3)
62

82.7

(6.2)
70

27.7

(7.0)

합계 127 6.2 1,595 77.8 75 3.7 253 12.3

고3

남 73
64.6

(71.)
725

48.0

(70.4)
0

0.0

(0)
232

70.3

(22.5)

여 40
35.4

(4.0)
786

52.0

(79.2)
68

100

(6.9)
98

29.7

(9.9)

합계 113 5.6 1,511 74.7 68 3.4 330 16.3

주: 비율( )은 남녀 각각의 BMI지수에 따른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 비만 비율임

제2절 궤적모형 분석결과

1. 청소년 BMI 변화궤적 분석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5년 동안 청

소년 BMI의 성장궤적이 몇 개의 잠재집단으로 분류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성장혼합모형 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5년 동안 청소년 BMI 궤

적이 유의미하게 변화하는지 확인하고자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전체

집단의 BMI 변화패턴을 살펴보았다. 잠재성장모형 분석에서 연구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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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df CFI TLI RMSEA

선형모형 143.043*** 10 0.988 0.983 0.075

[표 14] 청소년 BMI궤적의 무조건부 모델 적합도

공분산(표준오차) p값

초기값(ICEPT) ↔ 변화율(SLOPE) 0.089(0.155) 0.563

[표 16] 초기값과 변화율 간의 공분산(Covariance) 추정치

초기값(ICEPT)(표준오차) 변화율(SLOPE)(표준오차)

평균(mean) 20.103(0.062)*** 1.824(0.048)***

변량(variance) 7.701(0.265)*** 2.284(0.174)***

[표 15] 청소년 BMI의 초기값 및 변화율 추정치

하나의 동질집단으로 가정되었으며, 선형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선형모형

을 분석한 결과 모델 적합도는 아래표와 같다.

선형모형의 모델 적합도는 (10) = 143.043(p < 0.001), CFI =

0.988, TLI = 0.983, RMSEA = 0.075로 전반적인 적합도의 기준을 잘 충

족시켰으며, 선형모형은 자료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1. CFI = Comparative Fit Index ; TLI = Tucker and Lewis Index ; RMSEA =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2. 모델 적합도 지수 중 CFI와 TLI는 .95이상, RMSEA는 .08 이하면 보통 적합도(mediocre fit)로 평가함

다음으로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통해 전체 집단의 청소년 BMI에 대

한 초기값과 변화율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위[표15]에서 보듯이 초기값의 평균은 20.103으로 유의하고, 변화

율의 평균값은 1.824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BMI의 초기

(ICEPT) 수준에 개인 간에 차이가 있고, 기울기(SLOPE)도 개인 간에 차

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초기값과 변화율 간의 공분산(0.089)은 비

록 유의하지는 않으나 방향이 정적(+)이기 때문에 초기값이 높은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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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율이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모집단 내 잠재적인 이질성을 추정하는 성장혼합모형 분석을 수

행하였다.

[그림 5] 청소년 BMI 잠재성장모형의 무조건부 모형

2. 청소년 BMI 성장궤적의 유형 분류

먼저, 첫 번째 연구문제인 청소년 BMI의 변화 성장궤적을 최적으

로 설명할 수 있는 잠재집단 수를 결정하고 성장궤적 유형을 확인하기 위

해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하여 전체 관측수가 2,311명인 것을 고려하여 두

집단 모델(2-class model)부터 집단의 수를 하나씩 추가하면서 다섯 집단

(5-class model)까지의 모형을 검증하였다. 이때 최적의 잠재집단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SABIC(Sample-Size Adjusted Bayesian

Information)과 Entropy 지수를 사용하였다. 적합도 지수 중 AIC는 분석

자료에 대한 통계 모형의 상대적인 질을 측정하는 것으로 모형의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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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간명성을 고려하여 모형 선택의 기준을 제공하는 지수이다. 그러나 이

는 절대적인 해석 기준 없이 추정된 모형들 중 어느 것이 상대적으로 더

적합한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단독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BIC 또

한 AIC와 유사한 성격을 갖지만 자유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표본 수를 고려하는 SSABIC도 함께 사용하곤

한다. 일반적으로 AIC, BIC, SSABIC 값이 작을수록 적절한 모형을 의미

하며 0에서 1 사이 범위를 갖는 Entropy는 높을수록 집단분류가 정확하

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Muth´en & Muth´en, 2000; Stoolmiller, Kim

& Kapaldi, 2005).

아울러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성장혼합모형의 무조

건부모형만을 분석하였고 영향요인을 포함시키는 조건부 모형분석은 생략

하였다. 왜냐하면 영향요인을 포함한 성장모형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투입된 예측요인에 따라 도출되는 잠재유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잠재

유형의 도출과 관련하여 명확한 예측요인의 설정이 중요한데, 현재까지

BMI의 잠재유형과 관련된 예측요인을 다룬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1) 잠재집단의 수 결정

청소년 BMI 성장궤적 유형에 따른 잠재집단 수는 AIC, BIC,

SSABIC값과 Entropy값 그리고 잠재집단 별 사례수를 근거로 판단하였

다. 먼저 두 집단 모델과 세 집단 모델을 비교하면, 세 집단 모델의 적합

도 지수는 AIC=43503.595, BIC=43595.522, SSABIC=43544.687로 두 집단

모델(AIC=43668.197, BIC=43742.888, SSABIC=43701.584)보다 작았다. 또

한 엔트로피가 0.897로 높게 나타나 두 집단 모델 보다는 세 집단 모델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 모델과 네 집단 모델을 비교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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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집단 수 AIC BIC SSABIC Entropy
잠재집단 별 

사례 수(%)

2 43668.197 43742.888 43701.584 0.876
1=2089(90.4)

2=222(9.6)

3 43503.595 43595.522 43544.687 0.897

1=118(5.1) 

2=116(5.0) 

3= 2077(89.9)

4 43419.511 43528.674 43468.308 0.871

1=125(5.4) 

2=82(3.5) 

3=98(4.2) 

4=2006(86.8)

5 43352.270 43478.670 43408.772 0.852

1=127(5.5) 

2=1908(82.6) 

3=10(0.4) 

4=73(3.2) 

5=193(8.4)

[표 17] 청소년 BMI 변화 성장궤적의 잠재집단 수에 따른 적합도 결과

네 집단 모델의 적합도 지수가 AIC=43419.511, BIC=43528.674,

SSABIC=43468.308로 세 집단 모델에 비해 적합도 지수 값이 작아진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엔트로피 역시 세 집단 모델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네 집단과 다섯 집단 모델을 비교하

면, 다섯 집단 모델이 AIC와 BIC가 각각 43352.270, 43478.670로 네 집단

모델의 지수보다 낮게 나타났지만 사례 수가 전체 표본 수 중 1% 미만인

(3=10, 0.4%)집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할 때에

는 여러 적합도 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지만, 잠재집단을 분류하는

분석 방법 및 사례 수 등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의 결과를

종합한 결과 청소년 BMI 성장궤적을 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4개 잠재

집단모형을 최종적으로 청소년 BMI지수의 성장궤적 유형을 분류하는 모

형으로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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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2 중3 고1 고2 고3

1. 비만에서 정상진입

(n=125, 5.4%)
25.365 24.881 24.397 23.913 23.429

2. 정상에서 

과체중․비만진입(n=82, 

3.5%)

21.087 22.586 24.085 25.584 27.083

3. 비만BMI유지

(n=98, 4.2%)
27.135 27.917 28.699 29.481 30.263

4. 정상BMI유지

(n=2006, 86.8%)
19.3 19.742 20.184 20.626 21.068

구분

학년 중2 중3 고1 고2 고3

만나이

(개월)
162 174 186 198 210

성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체질량

지수

kg/㎡ 

백분

위수

1st 14.7 14.8 15.3 15.3 15.8 15.8 16.2 16.1 16.6 16.3

3rd 15.7 15.7 16.3 16.2 16.8 16.6 17.2 16.9 17.5 17.1

5th 16.3 16.1 16.8 16.7 17.3 17.1 17.7 17.4 18.1 17.5

10th 17.1 16.9 17.6 17.5 18.1 17.9 18.5 18.1 18.9 18.2

15th 17.7 17.5 18.2 18.0 18.7 18.4 19.1 18.7 19.5 18.7

25th 18.7 18.3 19.1 18.9 19.6 19.3 20.0 19.5 20.4 19.5

50th 20.5 20.0 21.0 20.5 21.4 20.9 21.8 21.1 22.1 21.1

75th 22.6 21.9 23.0 22.4 23.3 22.7 23.6 22.8 23.9 22.8

85th 23.8 23.0 24.1 23.4 24.4 23.7 24.7 23.8 25.0 23.7

90th 24.6 23.8 24.9 24.2 25.1 24.4 25.4 24.5 25.7 24.4

95th 25.8 25.0 26.1 25.3 26.3 25.5 26.5 25.5 26.7 25.5

97th 26.7 25.8 27.0 26.1 27.1 26.2 27.3 26.3 27.5 26.2

99th 28.4 27.4 28.6 27.6 28.7 27.7 28.7 27.7 28.8 27.7

[표 18] 청소년 BMI 성장궤적 유형의 각 학년 별 평균BMI 

주: BMI지수를 질병관리본부와 대한 소아과학회에서 제시한 소아·청소년 표준 성장도표(2017)에서 정한 

기준(표1)을 적용해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 비만으로 분류하여 위와 같은 4개 집단으로 명명하였음

[표 19] 성별·연령에 따른 체질량지수의 성장도표 백분위수

주 : 비만판정 기준 : 1)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5 미만인 경우: 저체중
   2)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5 이상 85 미만인 경우: 정상
   3)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85 이상  95미만인 경우 : 과체중
   4)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95이상인 경우 : 비만
   5)성인 비만기준인 체질량지수 25kg/㎡ 이상인 경우는 백분위수와 무관하게 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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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 BMI의 성장궤적 유형 설명

BMI지수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 유형을 살펴([표18] 참조)보면, 첫

번째 집단은 BMI의 초기치가 비만에 속하였다가 시간에 따라 BMI지수

가 감소하여 정상체중 집단으로 진입하는 ‘비만에서 정상진입(5.4%)’ 집

단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집단은 BMI초기치가 정상범위이나 BMI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과체중․비만의 범위 내에 진입한 ‘정상에서

과체중․비만 진입(3.5%)’ 집단이라 하였다. 세 번째 집단은 BMI의 초기

치가 비만집단 범위이며 증가의 속도가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비만 범위

내에 있어 ‘비만BMI유지(4.2%)’ 집단이라 하였다. 마지막으로 BMI가 지

속적으로 정상범위에 있는 집단은 ‘정상BMI유지(86.8%)’ 집단으로 명명

하였다([표18]참고).

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중2 중3 고1 고2 고3

비만에서정상진입

정상에서과체중비만진입

비만유지

정상유지

(BMI)

[그림 6] 청소년 BMI지수의 5년간 성장궤적 잠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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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에서정상진입
정상에서 

과체중․비만진입
비만BMI유지 정상BMI유지

ESTIMATE SE ESTIMATE SE ESTIMATE SE ESTIMATE SE

초기값

(I)

25.365

***
0.571

21.087

***
0.39

27.13

***
0.617

19.3

***
0.111

변화율

(S)

-0.484

*
0.206

1.499

***
0.22

0.782

***
0.138

0.442

***
0.018

각각의 잠재집단의 추정치는 아래표와 같다. ‘비만에서 정상진입’집

단의 초기 BMI 수준은 25.365(p<.001) 높지만 BMI수준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BMI가 감소하여 변화율은 –0.484(p<.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전체 응답자 중 5.4%(125명)이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약 3.5%(82명)이 속하는 정상체중에서 BMI가 서서히 증가하

여 과체중 비만집단으로 진입하는 ‘정상에서 과체중비만진입’집단은 BMI

초기값이 21.087(p<.001)이고 변화율은 1.499(p<.001)로 나타났다. 지속적

으로 비만범주에 속한 ‘비만BMI유지’집단의 BMI초기값은 27.13(p<.001)

이고 변화율은 0.782(p<.001)로 전체 응답자 중 약 4.2%(98명)이 속하였

다. 마지막으로 전체 응답자의 86.8%(2006명)가 속한 ‘정상BMI유지’집단

의 BMI초기값과 변화율은 각각 19.3(p<.001), 0.442(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선형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20] 청소년 BMI 성장궤적의 잠재집단별 모수 추정치

주: *p<.05, **p<.01, ***p<.001

다음으로 청소년 BMI 성장궤적의 잠재집단별 일반적 특성을 살펴

보면, 전체표본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정상BMI유지'집단

은 평균적으로 7.66시간(sd=.96)의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가족부가 발표한 '2017 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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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대인 13∼18세 청소년의 주중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28분으로, 본 연

구 자료의 ‘정상BMI유지’집단의 평균 수면시간(7.66시간)은 이와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좌식여가시간의 평균은 3시간(sd=1.79)으로 다른 유형

의 잠재집단에 비해 좌식여가시간이 적었다4). 또한 우울과 사회적위축의

평균은 4점 중 각각 1.92, 2.22점으로 다른 잠재집단에 비해 우울정도와

사회적위축 정도가 낮았고, 반면 자아존중감은(평균 2.92점)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 요인 중 교우관계의 평균은 4점 중

3.08점으로 다른 유형의 잠재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BMI유지’집단의 구성은 남자 75.5%, 여자 22.4%로 남자의 비

중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위축의 평균은 2.42점(sd=.78)으로 다른 유형

에 비해 사회적위축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평

균 2.75, sd=.47)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사회적 관계 중 교우관계의 평

균은 2.87로 다른 유형의 잠재집단에 비해 평균점수가 낮게 나타났다([그

림7] 참조).

'비만에서 정상진입'집단의 구성은 남자 70.4%, 여자 28.8%로 남자

비중이 높았다. 초기에 비만에 속하였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BMI지수

가 감소한 이 집단의 특징은 자아존중감의 평균이 2.94로 다른 유형 잠재

집단의 자존감평균에 비해 가장 높고, 우울 정도(평균 1.95점)는 다소 낮

게 나타났으며([그림7] 참조), 교우관계의 평균이 4점 중 2.99점으로 교우

관계가 좋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체중 범주에 속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BMI지수가 증가

한 '정상에서 과체중비만진입' 집단은 우울의 평균이 2.09점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우울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아존중감 평균은 2.81

점으로 비만BMI유지 집단(2.75점)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그림7]

4) KCYPS 중1패널 2차년도(초기시점) 조사자료에서 수면, 좌식여가시간 변수의 평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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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정상BMI유지 비만BMI유지

BMI변화 그룹1 BMI변화 그룹2

정상 →

과체중․

비만진입 

비만 → 정상진입

평균
표준편

차
평균

표준편

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성별

(n)

남 936 46.7% 74 75.5% 53 64.6% 88 70.4%

여 1,041 51.9% 22 22.4% 27 32.9% 36 28.8%

건

강

행

위

수면시간

(시간)
7.66 .96 7.88 .95 7.69 1.01 7.66 1.00

좌식여가

시간

(시간)

3.00 1.79 3.12 1.72 3.15 1.87 3.28 1.94

심

리·

사

회

적

관

계

우울 1.92 .61 2.00 .66 2.09 .65 1.95 .62

자아존중

감
2.92 .50 2.75 .47 2.81 .55 2.94 .49

사회적위

축
2.22 .70 2.42 .78 2.34 .71 2.35 .71

부

모

관

계

방임 1.86 .58 1.96 .66 1.97 .59 1.89 .62

학대 1.83 .71 2.03 .86 1.92 .60 1.84 .69

교사관계 2.80 .66 2.86 .64 2.91 .72 2.76 .61

교우관계 3.08 .48 2.87 .53 2.95 .56 2.99 .44

참조) 정상BMI에서 비만으로 가는 집단은 초기시점에서 우울 정도가

높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교사관계의

평균은 4점 중 2.91점으로 교사와의 관계는 다른 유형의 잠재집단과 비

교했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교우관계의 평균은 2.95점으로 '비만

BMI유지'집단(2.87점) 다음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21] 잠재집단 별 일반적 특성

주: 성별 구분은 빈도(n) 및 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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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잠재집단 별 심리·사회적 관계 요인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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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 BMI 성장궤적 유형에 대한 영향요인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인 청소년 BMI 성장궤적 유형의 분류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알아

보았다. 먼저 '정상BMI유지'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놓고 성별, 사회적 관

계(부모관계, 교우관계, 교사관계), 심리적요인(우울, 사회적위축, 자아존

중감), 건강행위(수면시간, 좌식여가시간)변인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

다. '비만에서 정상진입'한 집단과 '정상BMI유지'집단을 비교해 본 결과,

여학생보다 남학생인 경우 '정상BMI유지'집단 보다 '비만에서 정상진입'

집단에 속할 승산이 약 3.05배(OR=3.045) 높게 나타났다(b=1.113,

p<.001). 또한 좌식여가시간이 1시간 늘어날 경우, '비만에서 정상진입'집

단에 속할 승산은 1.108배 높았다. 활동량이 적고 게임, 컴퓨터, TV 등을

이용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정상BMI유지'집단보다 '비만에서 정상진입'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다소 높음을 의미한다(b=.102, p<.05). 하지만 좌식

여가시간이 긴 청소년이 ‘정상BMI유지’집단보다 ‘비만에서 정상진입’집단

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는 다소 의외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좌

식시간을 많이 경험할 경우 체중증가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

의 보고(Brown et al., 2010; Cawley & Liu, 2007)가 있지만, Han과

Ju(2005), Yun(2001)이 중․고등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비만과 TV

시청시간 및 컴퓨터사용시간 운동정도 등의 관련성을 연구하였으나 모두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바,5) 좌식시간이 청소년의 BMI지수에 미치

는 영향은 비만여부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좌식여가시간은

청소년 BMI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게임 컴퓨터 등 여가를 위

5) Han YS & Ju NM(2005) An analysis on the factors of adolescence obesity, K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etary Culture, 20(2), 17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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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좌식여가시간

우울 1

좌식여가시간 .043* 1

[표 22] 분석대상 청소년의 우울과 좌식여가시간 상관관계 

<N=2241>

우울 좌식여가시간

우울 1

좌식여가시간 -.049 1

[표 23] 비만에서 정상진입 집단에 속한 청소년의 우울과 좌식여가시간 상관관계 

<N=124>

한 비활동성 여가활동은 비만 청소년에게는 체중증가보다는 체중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여가활동을 위한 좌식시간만을 비만관련

요인으로 파악하기에는 적절치 않을 수 있다.

또한 좌식여가시간이 ‘비만에서 정상진입 한 집단’에서 긍정적 영향

을 미친 변인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우울과 좌식여가시간의 상관관계를 분

석한 결과 상관계수(-.049)가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두 변인 간 부(-)의 관

계를 나타낸 바, 동 청소년 집단에서 좌식여가시간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반면 전체 분석 집단에서의 우울과 좌식여가시

간 상관관계는 미미하나(.043*)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양(+)의 관계를 나

타내었다.

주: *p<.05, **p<.01, ***p<.001 

주: *p<.05, **p<.01, ***p<.001 

다음으로 '정상에서 과체중비만진입'집단과 '정상BMI유지'집단을

비교해보았다. 성별, 교우관계, 교사관계가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BMI지수가 증가

하여 과체중비만진입 집단에 속할 승산이 약 2.26배(OR=2.26) 증가하였다

(b=.815, p<.001). 사회적 관계 중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정상BMI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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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변인 회귀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OR)

비만에서 정상진입 

(ref. 정상 BMI 유지)

성별 1.113*** .218 3.045

부모관계
방임 -.054 .175 .947

학대 -.150 .145 .860

교우관계 -.247 .220 .781

지'집단보다 '정상에서 과체중비만진입'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더 높았

다(b=.509,p<.05). 반면 교우관계가 좋을수록 '정상에서 과체중비만진입'집

단 보다 '정상BMI유지'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583, p<.05). 구체적으로 교우관계가 1단위 증가할 때 '정상BMI유지

'집단보다 '정상에서 과체중비만진입‘집단에 속할 승산은 줄어들었다

(OR=.558). 따라서 학교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청소년 BMI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비만BMI유지'집단과 '정상BMI유지'집단을 비교해 보

았다. 여자보다 남자인 경우 '정상BMI유지'집단보다 '비만BMI유지'집단

에 속할 승산이 약 3.03배 증가하였다(OR=3.03). 사회적 관계 중 학교에

서의 교우관계가 좋을수록 '비만BMI유지'집단보다 '정상BMI유지'집단에

포함될 승산이 더 높았다(b=-.759, p<.01). 구체적으로 교우관계가 1단위

감소할수록 ‘정상BMI유지’집단보다 ‘비만BMI유지’집단에 속할 승산이 2.1

배(OR=.468, 1/0.468=2.14)높았다. 반면 교사와의 관계는 관계가 좋을수록

'정상BMI유지'집단보다 '비만BMI유지'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다

(b=.439, p<.05).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비만BMI유지'집단보다 '정

상BMI유지'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아존중감이 1단위 감소할수록 ‘정상BMI유지’집단보다 ‘비만BMI유지’집

단에 속할 승산이 1.6배(OR=.617, 1/0.617=1.62)높았다.

[표 24] 청소년 BMI지수 성장궤적의 잠재집단 유형에 대한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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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변인 회귀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OR)

교사관계 .002 .159 1.002

우울 .169 .202 1.184

사회적위축 .187 .156 1.205

자아존중감 .219 .211 1.245

수면시간 -.125 .100 .883

좌식여가시간 .102* .052 1.108

정상에서과체중․ 

비만진입 

(ref. 정상 BMI 유지)

성별 .815*** .261 2.260

부모관계
방임 .159 .209 1.173

학대 -.081 .175 .922

교우관계 -.583* .261 .558

교사관계 .509* .200 1.663

우울 .439 .245 1.551

사회적위축 -.004 .198 .996

자아존중감 -.085 .262 .919

수면시간 -.064 .120 .938

좌식여가시간 .059 .066 1.061

비만BMI유지 

(ref. 정상 BMI 유지)

성별 1.110*** .263 3.033

부모관계
방임 .085 .194 1.088

학대 .169 .152 1.185

교우관계 -.759** .236 .468

교사관계 .439* .183 1.551

우울 -.167 .225 .846

사회적위축 .342 .179 1.407

자아존중감 -.483* .249 .617

수면시간 .051 .113 1.052

좌식여가시간 .032 .062 1.032

주: 1. 준거집단: 정상BMI유지, 2. 성별 : 남=1, 여=0, 3. *p<.05, **p<.01, ***p<.001 4. OR= Odds 
Ratio

   5. 정상BMI유지 집단(n=1896), 비만에서 정상진입 집단(n=122), 정상에서 과체중비만진입 집
단(n=77), 비만BMI유지 집단(n=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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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변인 회귀계수 표준오차 승산비(OR)

비만에서 정상진입 대 

비만BMI유지

성별 .004 .334 1.004

부모관계
방임 -.139 .252 .870

학대 -.320 .203 .726

교우관계 .512 .309 1.668

교사관계 -.437 .234 .646

우울 .336 .291 1.400

사회적위축 -.155 .229 .857

자아존중감 .702* .315 2.017

수면시간 -.175 .146 .839

좌식여가시간 .070 .078 1.073

'비만BMI유지'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놓고 성별, 사회적 관계, 심

리적 요인 등 10개의 변인이 각각의 잠재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

다. '비만BMI유지'집단과 '비만에서 정상진입'집단을 비교해 본 결과, 자

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비만BMI유지'집단보다 '비만에서 정상진입'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아존중감이 1단

위 증가할 경우, ‘비만BMI유지’집단 대비 ‘비만에서 정상체중집단’에 속

할 승산은 2.01배 높았다(OR=2.017). 다시 말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초기에는 비만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BMI지수가 감소하여 정상체

중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뜻한다.

[표 25] 청소년 BMI지수 성장궤적의 잠재집단 유형에 대한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2)

주: 1. 준거집단: 비만BMI유지, 2. 성별 : 남=1, 여=0, 3. *p<.05, **p<.01, ***p<.001 4. OR= Odds 
Ratio

   5. 정상BMI유지 집단(n=1896), 비만에서 정상진입 집단(n=122), 정상에서 과체중비만진입 집
단(n=77), 비만BMI유지 집단(n=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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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논의 및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에 기반해 성장혼합모형을 적용

하여 청소년 BMI지수 변화에 따라 성장궤적유형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

고, 그 유형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함으로써 청소년

비만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아동 청소년패널

조사(KCYPS) 중1패널 자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참여한 청소년 2,311

명 자료를 분석하여, 1) 청소년 BMI지수의 성장궤적 유형이 시간의 변화

에 따라 차별적인 유형(잠재집단)으로 분류될 것이다, 2) 청소년 BMI 성

장궤적 유형(잠재집단) 분류와 관련하여 건강행위 요인(수면시간, 좌식

여가시간), 청소년 심리·사회적 요인(자아존중감, 우울, 사회적위축, 부모

관계, 교우관계, 교사관계)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등 2개의 가설을 검증하

였다.

분석 결과 첫째, 중학교2학년부터 고등학교3학년까지 청소년 BMI

지수는 전체적으로 시간의 변화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차별적인 성장궤적유형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성장혼합모형을 통해 확

인한 성장궤적 유형은 모두 4가지로 정상BMI유지, 정상에서 과체중·비만

진입, 비만BMI유지, 비만에서 정상진입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좀 더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정상BMI유지 집단은 8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

었고, 그 다음으로 비만에서 정상진입집단이 5.4%, 비만BMI유지집단이

4.2%, 정상에서 과체중·비만진입집단이 3.5%으로 분류되어, 종단적 자료

를 통해 청소년 비만·과체중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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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둘째, 각 성장궤적유형의 소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한 결

과, 성별, 건강행위에서 좌식여가시간, 청소년심리·사회적 요인에서 교사·

교우관계,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학생이 여학

생보다 과체중·비만진입 집단 및 비만BMI유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

게 나타났으며, 이는 남자 청소년의 비만율이 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

난 기존의 연구(김봉정, 2016; Grogan, 2016)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남학생이 비만에서 정상진입 집단에 속할 가능성도 높게 나타나 남학생

이 여학생에 비해 비만율도 높지만, 체중조절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

다.

좌식여가시간이 길수록 정상BMI유지 집단에 비해 비만에서 정상진

입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는 다소 의와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몇몇 선행연구에서는 TV시청시간(좌식여가시간)과 비만이 관련성

이 있는 것으로 주장(Gordon-Larsen, Adair, & Popkin, 2002 ;

Lindstrom, Isacsson, & Merlo, 2003, Hancox & Poulton, 2006)하기도 하

였으나, 좌식여가시간이 청소년의 BMI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반드시 일치

되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정상BMI유지집단에 속한 청소년이 비만BMI유지집단 및

정상에서 과체중비만진입 집단에 속한 청소년에 비해 교우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에서 밝혀온 비만과 교우관계의 부적상관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배호중, 유비, 2015). 반면, 본 연구에서는 교사관계가

좋을수록 비만BMI유지 집단 및 정상에서 과체중·비만진입 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비만BMI유지 집단(2.86) 및 정

상에서 과체중·비만집단(2.91)의 교사관계 평균이 초기시점에서 다른 집단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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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참조). 한편, 부모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선

행연구(Lissau & Sorensen, 1994; Park & Kim, 2016; Shin & Miller,

2012)에서 부모의 학대, 방임 등 부모와의 관계가 아동기 비만을 예측하

는 유의미한 요인이라고 보고된 연구와 상반된 결과이다. 그러나 기존연

구에서는 연구대상이 아동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차

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심리·사회적 관계 요인 중 자아존중감이 성장궤적 유형 분류에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정상BMI유

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고, 비만에서 정상진입집단에 속한

청소년이 비만BMI유지집단에 속한 청소년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비만과 자아존중감이 부적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일치한다(최필선, 민인식과 김원경, 2009; 강윤주 외, 1997).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제언

본 연구의 한계와 추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는 비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려진 식습관과 신체활동량에 대한 설문을 하지 않은 바, 이 요인들을 고

려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남는다. 청소년건강에서 주요

하게 고려되는 균형 있는 식단, 운동시간 등 건강증진 및 위험행위가 미

치는 영향을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미치는 영

향 분석은 청소년 비만예방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인 개입 방안을 모

색하는데 유용한 지침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는 5년간의 종단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바, 비선형적

성장 모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측정시점이 많지 않아 선형성장

모형을 적용하였다.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보다 장기적인 아동·청소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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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 걸친 BMI지수 변화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성장혼합모형 적용 시

BMI지수 변화가 비선형적 관계를 갖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다 어린

시기의 아동기에서 BMI지수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지,

아니면 사춘기이후 중·고등학교에서 BMI지수 변화와 분류는 어떻게 나

타나는지 등 잠재집단 유형 분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셋째, 교사관계가 좋을수록 비만BMI유지 집단 및 정상에서 과체중·

비만진입 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 관계 중

교우관계가 BMI지수에 미치는 영향과 일치되는 분석결론에 도달하지 못

하였다. 향후 청소년 비만과 사회적 관계(교사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후

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심리·사회적 요인 중 자아존중감을 독립변수로

보고 자아존중감이 BMI지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반대로

정상BMI유지 집단에 속하거나 비만에서 정상진입집단에 속한 청소년이

마른 몸매를 선호하는 미디어 등 매체 및 환경의 영향을 받아 자아존중감

이 높아졌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비만과 자아존중감의 인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후속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좌식여가시간이 길수록 정상BMI유지 집단에 비해 비만

에서 정상진입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분석결과는 좌

식여가시간이 청소년 비만에 미치는 영향이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

교할 때 반드시 일치된 결론에 도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덧붙여 비만과

관련해서뿐 아니라 좌식활동 그 자체의 건강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

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여가시간 비활동성(좌식여가시간)은 어느 정도가

위험수준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향

후 체계적인 연구에 의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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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 건강증진 측면에서의 시사점

먼저 성장혼합모형을 통해 확인한 성장궤적 유형 4가지(정상BMI유

지, 정상에서 과체중·비만진입, 비만BMI유지, 비만에서 정상진입집단) 중

정상BMI유지 집단이 86.8%로 가장 높다는 것은 학년이 올라 갈수록

BMI지수가 증가하지만 초기시점에서 정상BMI인 청소년은 고등학교에

들어서도 정상BMI유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경향성을 유

지한다는 것을 확인한 바, 과체중·비만 청소년에 대한 비만예방 조기개입

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에서 과체중 이상 학생이 많고 남학

생들이 과체중·비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학교에서 비만 관련 교육이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에 초점을 두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해준다고 하겠다.

심리·사회적 관계 요인 중 교우관계는 정상BMI유지집단에 속한 청

소년이 비만BMI유지집단 및 정상에서 과체중비만진입 집단에 속한 청소

년에 비해 교우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난 분석결과는 교우관계가 청소

년 시기에 달성해야 할 중요한 발달과업인 만큼 학교차원에서 비만청소

년의 교우관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과체중·비만 청

소년은 정상체중 청소년에 비해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적고(Falkner

et at., 2001), 사회적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ker,

2004). 특히, 급격히 체중이 증가한 청소년이 또래집단에서 문제가 발생하

지 않는지 가정 및 학교에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청소

년이 올바른 신체상을 확립하고, 과체중·비만학생을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심리·사회적 관계 요인 중 자아존중감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정

상BMI유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고, 비만에서 정상진입집

단에 속한 청소년이 비만BMI유지집단에 속한 청소년에 비해 자아존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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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 비

만예방 관련 사업은 신체활동 증진 및 영양관리에 중점을 두고 설계·운영

되고 있는데 향후 비만청소년이 자아존중감 향상, 스트레스 감소 등 심리

적인 요인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설계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미디어에서 확산되는 외모지상주의 여파와 비만에 대

한 낙인효과로 비만 청소년은 자아존중감 상실, 우울 등 심리·사회적 문

제를 겪기 쉽기(강윤주 외, 1997)때문에 비만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증진

및 스트레스, 우울 등을 감소시키는데 중점을 둔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강

화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가정에서도 비만청소년 본인의 신체 자

의식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이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낮아지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생각하는

본 연구에 대한 의의는 첫째, 청소년 비만연구에 대한 횡단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를 활용한 청소년 BMI지수 관

련 종단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기존의 종단연구 분

석방법으로 많이 활용되었던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함으로써, 비만청소년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 셋째, 건강행위, 심리·사회적 관계요

인 등으로 구분하여 각 요인들이 청소년 BMI지수 성장궤적 유형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탐색해봄으로써,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청소

년 비만예방 및 관리에 대한 개입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시

사점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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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cents'(2011-2015) BMI trajectories: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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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type of growth

trajectory based on adolescents’ change in BMI and, by confirming in-

fluencing factors for each type, to verify the relevance among the fac-

tors of adolescents’ overweight/obesity, health behavior, and psychoso-

cial relationship. To this end, the growth mixture model (GMM) was

employed to analyze data from the Korea Children & Youth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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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KCYPS) from the second to sixth years of first year middle

school students (2011－2015, N=2,311). The findings from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adolescents’ BMI showed an overall increase as time

passed. Meanwhile, growth trajectory types according to change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normal BMI maintaining group, normal to

overweight/obese entering group, obese BMI maintaining group, and

obesity to normal BMI entering group.

Second, to confirm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ategorization of

growth trajectory type,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was used.

Results indicated that significant effects were found for gender, sitting

hours among health behavior factors, and self-esteem and relationship

with teachers and peers among psychosocial relationship factors.

Specifically, more male students, as compared to female students,

were found to belong to the overweight/obese entering group, obese

BMI maintaining group, and normal BMI entering group. Moreover,

the longer the sitting hours, the higher the possibility to belong to the

obese to normal BMI entering group, which indicates that the influence

of sitting hours on adolescent obesity do not necessarily correspond

with whether an adolescent is obese or not. For social relationships, it

was shown that relationship with teachers and peers affects the cate-

gorization of growth trajectory type; however, relationship with pa-

rents was statistically insignificant. For self-esteem among psychoso-

cial relationship factors, adolescents in the normal BMI maintaining

group and obese to normal BMI entering group were found to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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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er self-esteem compared to those in the obese BMI maintaining

group.

Projects for adolescent obesity prevention which are currently

being implemented have been designed and operated with a focus on

enhancing physical activity and nutrition management. However,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e need for obesity prevention education

for overweight/obese adolescents to focus on male students. It is also

deemed necessary to guide adolescents to have appropriate sitting

hours, as the proportion of sitting activity during adolescents’ leisure

time is consistently rising. Not only that, but the result which in-

dicated higher self-esteem for adolescents in normal BMI maintaining

group and obese to normal BMI entering group than those in obese

BMI maintaining group implies that obesity prevention programs

should be designed considering psychological factors such as enhance-

ment of self-esteem. Furthermore, as relationship with teachers and

peers was found to influence the categorization of growth trajectory

type, subsequent research on adolescent obesity and social relationship

seems necessary.

The limitation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has utilized the KCYPS to categorize growth trajectories and to em-

pirically analyze influencing factors in relation to categorization type,

which contains limitations for theoretically verifying and generalizing

the results in explaining influencing factors of obesity. In addition, the

study is limited in that factors such as eating habits and physical ac-

tivity, which are known to be major factors influencing obesity,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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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taken into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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