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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전 세계적으로 2018년 기준 대략 5명 중 1명의 5세 미만 

영유아에게서 발육 부진이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영유아의 21.9%에 

달하는 1억 4천 900만명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UNICEF, 2019). 

2018년 기준 5명 중 2명의 발육 부진 영유아는 남아시아에서 

발견되었을 정도로 남아시아 내에서 영유아의 발육 부진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많은 국제 기구에서는 협력을 통하여 빈곤을 

종식시키려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5세 미만 영유아의 주된 사망 

원인은 영양 결핍이다.  

또한 식습관의 서구화, 도시화 등으로 인하여 사회 문화적 요인, 

생활 양식 등이 바뀜으로 인하여 성인 비만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로 인하여 개인, 

가정, 인구 집단 내에서 한쪽은 영양 결핍으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다른 한쪽은 비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른바 이중 부담 현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 대상지인 파키스탄은 남아시아 내에서도 

5세미만 영유아의 발육 부진이 심각한 수준이며, 특히 여성 비만 인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파키스탄의 한 가정 내 이중 

부담이 일어나는 현상과 관련한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990년 처음 만들어졌고 2013년도 수정된 

UNICEF의 영양실조 (malnutrition) 모델을 토대로 선행연구를 

근거하여 본 연구에 맞게 기본적, 근본적, 즉각적 요인들의 변수를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선 기술 통계량을 이용하여 변수값의 

분포를 확인하였고, 이어 이항 (binary)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후 

영향 요인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고자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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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p-값이 0.05 이하로써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확인된 변수는 다음과 같다. 기본적 요인으로는 

거주 지역 (Balochistan, FATA에 거주할수록 이중 부담 가능성 증가), 

거주 환경 (시골에 거주할수록 이중 부담 가능성 감소), 모성 교육 수준 

(중등 교육까지 마쳤을 수록 이중 부담 가능성 증가), 모성 직업 유무 

(모성이 경제적 활동을 할수록 이중 부담 가능성 감소)가 있었다. 

근본적 요인으로는 모성 신장 (모성의 신장이 증가할 수록 이중 부담 

가능성 감소), 영유아 출생 당시 신장 (평균 이하일수록 이중 부담 

가능성 증가), 영유아 나이 (영유아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중 부담 

가능성 증가), 출생 순서 (영유아의 출생 순서가 뒤에 있을수록 이중 

부담 가능성 증가), 모유 수유 여부 (모유 수유 실시 하지 않은 

모성일수록 이중 부담 가능성 증가), 국립 병원 방문 (영유아의 발열 

증상이 있어 국립 병원을 방문한 경우 이중 부담 가능성 증가), 개인 

병원 방문 (영유아의 설사 증상이 있어 개인 병원을 찾은 경우 이중 

부담 가능성이 증가)이 있었다. 즉각적 요인에는, 영유아의 최근 질병 

발현 여부 (영유아가 설사 혹은 발열 증상이 지난 2주안에 있던 가정일 

경우 이중 부담 가능성 증가)이 있었다. 

 정책 입안자들은 본 연구를 통하여 각 거주 환경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시 환경에 거주하는 거주민을 대상으로 건강한 

식생활과 신체활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계몽 시키기 위하여 보건 

및 영양 교육을 실시하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또한, 농촌의 생활 여건과 고용을 개선하여 이중 

부담의 요소 중 하나인 영유아 발육 부진을 감소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Mahmudiono, Nindya, Andrias, Megatsari, & Rosenkranz, 2018). 

또한 사회적 진출 기회가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는 파키스탄의 여성들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여학생들이 학업을 마칠 수 있게 하는 제도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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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노력이 필요로 할 것이다. 이중 부담의 영향 요인 중 하나인 

모유 수유율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 상담 등 효과적인 캠페인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로 할 것이다. 이중 부담의 요소 중 하나인 발육 

부진을 일으키는 설사로 사망하는 파키스탄 영유아가 16%에 달하는 

만큼 이에 대처하는 정책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파키스탄 내의 안전한 

식수 공급 및 위생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설사와 합병증의 사례 

관리를 위한 연구 및 정책 수립을 필요로 한다. 또한, 설사를 일으키는 

로타 바이러스 예방 접종과 같은 새로운 건강 개입 (health 

intervention)을 개발하며, 지역 사회 수준에서 보건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해야한다 (WHO, 2017).  

따라서 파키스탄 내 영유아 발육 부진 및 모성 비만의 이중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각종 정책 및 프로그램 수립 시 파키스탄의 

지역적 특성과 맥락 및 각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충분히 

반영하고 현재 수립되어 있는 발육 부진 및 비만 정책 및 프로그램들을 

수정 및 보완해야할 것이다. 본 연구는 파키스탄과 같이 남아시아 내 한 

국가를 대상으로 접근하여 지역적 맥락에 맞게 변수를 설정하였으며 

기존에 있는 다 국가 이중 부담 비교 분석과 비교하여 세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밝혀낸 파키스탄 한 가정 내 

이중 부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실제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지역 내 사회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누락된 변수들을 대체 변수를 

통하여 재구성하여 보고 포커스 그룹 등의 질적 연구 및 혼합 연구를 

진행할 것을 제언한다.  

 

주요어 : 이중 부담, 모성 비만, 발육 부진, DHS, 파키스탄, 남아시아 

학   번 : 2018-2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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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발육 부진이란 5세 미만 영유아에서 나이에 비해 신장이 기준치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성장과 발달에 있어 중요한 기간 동안 영양 

결핍이 이어질 경우 발육 부진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UNICEF Korea, 2016). 2018년 전 세계적으로 4명 중 1명의 5세 

미만 영유아에게서 발육 부진이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영유아의 

21.9%에 달하는 1억 4천 900만명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UNICEF, 

2019). 2018년 5명 중 2명의 발육 부진 영유아는 남아시아에서 

나타났으며, 다른 5명 중 2명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나타났다. 

영유아의 발육 부진은 두뇌의 발달을 저해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정신적인 능력과, 학습 능력 저하, 어린 시절의 학교 성적 부진, 향후 

소득 감소, 당뇨병, 고혈압, 비만과 같은 영양 관련 만성 질환의 증가 등 

장기적으로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UNICEF, 2018).  

BMI (Body Mass Index)가 25이상인 경우부터 과체중이라고 

하며, 30 이상인 경우를 비만이라고 칭한다 (WHO, 2019). 전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는 1975년 이후 약 3배 증가하였다. 2016년에는 

전세계적으로 18세 이상 성인 19억명이 과체중이며, 6억 5천명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특히 전 세계 성인 여성의 40%는 

과체중이었으며 성인 여성의 15%는 비만인 것으로 나타나 성인 남성의 

과체중 (39%) 및 비만 (11%)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발육 부진과 비만으로 겪는 질병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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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고 있으며, 한 가정 내에서 5세미만 영유아의 발육은 부진하지만 

모성은 비만으로 이중 부담을 겪는 사례 (Double Burden of 

Malnutrition; DBM)는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아프리카 대륙 등에서 

보고되고 있다 (Anti-Selmi, 2017).  

2013년 파키스탄의 5세 미만 영유아의 발육 부진 비율은 

44%로, 이는 세계에서 3번째로 높을 만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왔다. 발육 부진은 여아보다 (42%) 남아 (48%)에게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Inter-Agency Regional Analysts Network, 2017), 

1990년부터 1991년 사이에 54.5%에서 44%로 10%가량 줄어들었지만, 

이내 2001년 이후부터 매해 3.3%씩 증가하는 역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파키스탄 15세 이상 49세 이하 모성 비만은 (BMI ≥ 30) 

시골에서 11.1%, 도시에서 22.5%로 나타났으며, 2016년 파키스탄 

여성의 과체중의 경우 (BMI ≥ 25)는 28.6%에 육박한다 (WHO, 

2019). 남아시아, 특히 파키스탄 내 영유아 발육 부진은 역사적으로 

사회경제적인 불평등과 기타 생물학적, 사회적 결정 요인 때문에 높은 

부담을 보여왔으며, 모성 비만 또한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는 파키스탄 내 한 가정 내 영유아의 발육 부진과 모성 비만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중 부담에 대한 보고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영양실조에 대한 부담은 개인 및 가족에게는 의료 행태와 사회적으로는 

경제 개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Anik et al., 2019). 이러한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모성 비만 및 아동 발육 부진이 높다고 

알려진 파키스탄 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한 이중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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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ICF International (Inner City Fund International)이 

시행하고 미국 국제개발처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유엔 아동 기금, 유엔 인구 기금, 세계 보건 

기구 등이 지원 한 인구통계 건강 조사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s; DHS)를 사용하였다. 수많은 자료 중 파키스탄의 최신 DHS 

자료 (Pakistan DHS 2017-18)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파키스탄을 

대상으로 한 인구통계 건강 조사를 통하여 한 가정 내 아동 (각 가정 내 

1명)과 모성의 자료를 하나로 묶어 종속 변수를 만들었으며, 선행연구 

고찰에 기반하여 이중 부담에 영향을 주는 설명 변수들을 선정하였고, 

이러한 설명 변수들이 파키스탄에는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안점은 현재 진행형이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이중 부담에 대하여 남아시아 내 한 국가 (파키스탄)를 연구하여 영향 

요인들을 파악하여 향후 국가 내 이중 부담 정책을 수립하려 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세부 연구 목적은 아래와 같다. 

 

「연구 대상자 (파키스탄 내 5세 미만 영유아 및 모성)의 이중 

부담을 일으키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관련 변수를 탐색한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파키스탄 한 가정 내 영유아 발육 부진과 모성 비만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중 부담의 영향 요인을 파악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파키스탄 한 가정 내 이중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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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고찰 

 

 

제 1 절 발육 부진 

 발육 부진이란 나이에 비해 너무 신장이 작은 영유아를 

일컬으며,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Population; WHO)의 아동 성장 

기준에 따라 나이에 비례한 영유아의 표준 신장에서 -2 표준편차만큼 

차이가 날 때 발육 부진이라고 말하고 -3 표준편차만큼 차이가 날 때 

심각한 발육 부진이라고 말한다 (UNICEF India, 2019). 

발육 부진은 태아기 및 영유아 시절의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된다. 발육 부진을 겪는 영유아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들이 

잠재적으로 자랄 수 있는 신장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인지 

능력을 담당하는 뇌 또한 완벽히 발달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임신 

직후부터 3살까지, 즉 약 1000일 동안 겪는 발육 부진은 아이에게 

심각한 기능적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WHO, 2019). 또한, 영유아 때 

발육 부진을 겪었던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는 오히려 과체중 혹은 

비만이 되기 쉽다고 한다 (UNICEF Korea, 2019). 전세계적으로는 약 

1억 5천 5백만명의 5세미만 영유아들이 발육 부진을 겪고 있다. 이러한 

영유아들은 청소년기에는 학습장애를 겪으며, 성인이 되어서는 저임금 

고용 비중이 높아지며, 지역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진출의 장벽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UNICEF et al., 2018). 1990년에서 2014년 사이를 

비교하여 보면, 전 세계적으로 발육 부진을 겪고 있는 어린이 비율은 

39.6%에서 23.8%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그 속도가 전혀 빠른 것이 

아니며, 오히려 증가 추세를 겪고 있는 국가도 있는 실정이다 (UNICEF 

Korea,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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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여성 및 모성 비만 

 WHO에서는 체질량지수(BMI) ① 가 25이상인 경우를 과체중, 

30이상인 경우를 비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성 및 모성 비만을 

이야기함에 앞서, 전체적인 비만 추이를 먼저 설명하고자 한다. 

전세계적으로 비만 인구는 1975년 이후 세 배 증가하였으며, 2016년 

전세계 18세 이상 성인 인구 19억명이 과체중이었으며, 그 중 6억 

5천만명이 비만이다 (WHO, 2018). 같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18세 

이상 전세계 성인 여성의 과체중 비율은 39%이며, 성인 여성 15%는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1975년에 성인 여성 비만율이 6%였던 것에 

비해 2016년에 23%로 증가했다.  

  전세계 가임기 (reproductive age) 여성들의 1/8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6억 7천 2백만 명에 해당한다 (UNICEF, FAO, 

WFP, WHO, & IFAD, 2018). 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모성 비만은 

여성과 태아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Leddy, 

Power, & Schulkin, 2008). 이 연구에서는 임신중인 비만 여성은 

임신성 당뇨병과 자간전증 ② 의 위험이 증가하며, 태아는 사산 혹은 

선천성 기형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임신중 비만은 모성 

및 태아의 미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남아시아는 비만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지역 중 하나이며, 

여성, 중장년층, 도시 지역 거주민, 고학력 및 고소득층일수록 비만 

위험군인것으로 알려져 있다 (Jayawardena, Byrne, Soares, Katulanda, 

& Hills, 2013). 

 

                                            
①
 WHO에서는 과체중과 비만을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로 분류하는데, 사

람의 몸무게(kg)를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값 (kg/m2) 이다. 
② 임신 중독증의 일종으로, 임신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생기는 임신 특유의 질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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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발육 부진 및 모성 비만 (이중 부담) 

 영양 불균형에 따른 이중 부담이란 과체중 및 비만 또는 식습관 

관련 비전염성 질환과 함께 발육 부진(stunting), 저체중(underweight), 

체력 저하(wasting) 등이 동시에 발견되는 현상이다 (WHO, 2019). 

이는 개인의 생애 과정, 가정 및 인구 내에서 나타날 수 있다.  

개인 수준에서의 영양 불균형에 따른 이중 부담은 두 가지 

이상의 영양 불균형이 동시에 발생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비만과 

동시에 영양성 빈혈 ③ , 비타민 또는 무기질이 결핍되는 현상이 있다. 

개인 수준에서의 이중 부담은 생애 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되거나 경제적 

혹은 다른 환경의 변화로 일시적으로 분리되어 발생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영양 부족에 시달려 발육 부진을 겪은 영유아가 

성장하여 과체중 혹은 비만에 노출될 수 있다 (Demaio & Branca, 

2018). 영국의 저명한 의학 교수인 데이비드 바커 (David Barker)는 

1992년 절약 표현형 (Thrifty Phenotype)이라는 가설을 주장하였는데, 

이후 수많은 연구로 정설로 인정받게 된 그의 가설에 따르면 모성이 

임신하였을 때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태아의 몸은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에 대비하여 영양분을 적게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이 되는데, 이후 태아가 자라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에 접하게 되면 몸은 자연스럽게 궁핍한 상황에 

대비하여 영양분을 축적하게 되고 이는 곧 성인병과 심근 경색 등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Tzioumis & Adair, 2014). 또한, 영유아 

시절에 제대로 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여 발육 부진이었던 아이가 

영양분이 낮고 가격 또한 낮은 음식을 접하게 되면 발육 부진과 비만이 

동시에 공존하는 현상 또한 발견되고 있다 (Keino, Plasqui, Ettyang, & 

                                            
③ 적혈구 생산에 필요한 철분, 엽산, 단백질 등의 영양소 부족으로 인하여 생기는 빈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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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ne, 2014). 

가정에서의 영양 불균형에 따른 이중 부담은 여러 가족 

구성원이 각기 다른 영양 불균형에 노출된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발육 부진을 겪는 아이와 비만인 어머니가 동시에 공존할 수 있으며, 

영양성 빈혈을 겪는 어머니와 비만 혹은 제 2형 당뇨를 겪는 조부모가 

한 가정 내 공존할 수 있다. 한 가정 내 영유아의 발육 부진과 모성이 

비만인 사례는 과테말라에서 20%, 에콰도르에서 13.1%, 멕시코에서 

8.4% 등 중소득국가가 많은 라틴아메리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Sight and life, 2018). 

인구 내에서의 영향 불균형에 따른 이중 부담은 영양 부족으로 

고통받는 집단과 비만으로 고통받는 다른 집단이 동일한 지역 사회 또는 

국가 내에 공존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자면 전세계적으로 5세 미만 

영유아의 발육 부진은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1억 

5천만명의 영유아들이 발육 부진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5,050만명의 

영유아들이 신장에 비해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체력 저하 (wasting)를 

겪고 있는 반면, 대략 20억명의 성인은 과체중 및 비만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 (Global Nutrition Report, 2018). WHO 자료에 의하면 

개발도상국이라고 여겨지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지역의 비만율이 

조만간 선진국이라고 여겨지는 미국과 비등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2012년 OECD 34개국 평균 성인 남성 비만율은 17.9%, 성인 

여성 비만율은 18.7%인 것으로 알려진 것에 비해 (OECD, 2014) 

2013년 인도네시아의 성인 남성 비만율은 20%였으며, 성인 여성 

비만율은 3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선진국보다 높은 

수치이다 (Mahmudiono, Nindya, Andrias, Megatsari, & Rosenkranz,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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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이중 부담 중 영유아의 발육 

부진을 겪는 아이와 비만인 부모가 함께 공존하는 한 가정 내 이중 

부담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지난 10 여 년 동안, 한 가정 내 

영유아의 발육 부진과 모성 비만이 공존하는 이중 부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한 가정 내 이중 부담에 대한 자료가 가능한 초기 시점부터 

가장 최근 자료를 비교해 보았을 때 (국가 별로 상이함), 아프리카 

(11개 국가), 아시아 (5개 국가), 중앙 아메리카 및 남아메리카 (4개 

국가) 등 20개 국가에서 이중 부담을 겪는 가정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국가 소득 관점에서 확인해 보았을 때, 중소득국가 (25개 국가 중 12개 

국가)보다 개발도상국에서 (22개 국가 중 8개 국가) 더 큰 폭으로 이중 

부담을 겪는 가정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Kosaka & Umezaki, 2017).  

지난 2015년 종료된 밀레니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통해 UN은 영양실조 퇴치를 위한 

노력을 해왔고, 이후 이어진 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2번째 목표인 Zero Hunger를 통하여 

2030년까지 빈곤을 종식시키고, 식량 보장과 영양 상태를 개선시키며, 

지속 가능한 농업을 촉진시키려 하고 있다 (Sabbahi, Li, Davis, 

&Downs, 2018).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5세 미만 영유아 사망의 

원인은 영양 결핍이며, WHO는 2017년 5세 미만 영유아 사망 원인의 

약 45%가 영양 결핍이라고 보고했다 (Mahmudiono et al., 2018). 

이처럼 개발도상국에서 영유아들의 발육 부진은 줄어들고 있지만 그 

속도가 느리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발도상국의 비만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개발도상국의 여러 인구 집단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영양실조인 이중 부담이라는 단어는 2006년 

식량농업기구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보고서에서 

처음 언급되며 그 위험성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9 

(Mahmudiono et al., 2018). 

Popkin (2002)에 의한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한 가정 내 이중 

부담 현상은 다소 놀라운 일이라고 주장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영양 

부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으로는 낮은 가계 소득, 불충분한 

식량, 열악한 위생, 낮은 교육 수준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주로 가정 내 빈곤과 연결된 요인들이다. 이 요인들은 다시 모든 

가구원들의 돌봄, 식습관에 영향을 미친다 (Garret & Ruel, 2005). 

대다수 개발도상국 가구들은 대부분 매우 낮은 가계 소득을 가지고 

생활하며, 가구원들의 영양상태는 대개 비슷하리라 여겨진다. 그렇다면 

한 가정 내 영유아와 모성의 각기 다른 영양 불균형 상태는 단순히 

개개인의 유병률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가구원들 사이에서 발육 부진과 과체중이 공존하는 것은 

단순히 가정 내 영양 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우며, 

가정 내 식량 분배 및 위생 상태 등 다양한 방면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가정 내 영양 부족 원인에 국가 내 식량 안보 프로그램 및 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해야한다 (Garret & Ruel, 2005). 

 

제 4 절 파키스탄의 보건 현황 

본 연구의 대상지인 파키스탄 (정식명칭은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 [Islamic Republic of Pakistan])은 남아시아 국가로 

분류되며, 아라비아해와 접하고 있고, 동쪽으로는 인도, 서쪽으로는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북쪽으로는 중국과 맞닿고 있다 (CIA, 

2019). 파키스탄은 크게 4개의 주 (발루치스탄 주 [Balochistan], 

카이베르파크툰크와 주 [Khyber Pakhtunkhwa], 펀자브 주 [Punjab], 

신드 주 [Sindh])와 2개의 행정 지역 (길기트발티스탄 [Gilg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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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tistan], 아자드 카슈미르 [Azad Kashmir]), 1개의 수도권 

(이슬라마바드 수도권 [Islamabad Capital Territory])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총 6개 이외의 (Punjabi [44.7%], Pashtun [15.4%], Sindhi 

[14.1%], Saraiki [8.4%], Muhajirs [7.6%], Balochi [3.6%], others 

[6.3%]) 다양한 민족이 한 국가 내에 거주하고 있다 (CIA, 2019).  

파키스탄의 주요 보건 지표를 살펴보자면 2016년 기준 

인구수는 1억 9천여명이며 (193,203,000명), 세계 은행 (World 

Bank)에 의하면 중저소득 국가로 분류된다 (World Bank (a), 2019). 

이는 1인당 국민 소득을 뜻하는 GNI (Gross National Income) per 

capita가 2018년 기준 $1,026에서 $3,955 사이인 것을 뜻한다 

(World Bank(b), 2019). 파키스탄의 2016년 남성과 여성의 평균 기대 

수명은 각각 66세와 67세로 세계 평균 기대 수명인 남성 70세와 여성 

72세보다 근소하게 낮았다 (WHO, 2019). 하지만 5세미만 영유아 

사망률에서 큰 차이를 보였는데, 1,000명당 영유아 사망률이 2018년 

69명으로 세계적으로는 39명인 것에 비해 두배 가까이 많았다. 또한, 

GDP 대비 의료비 지출에 돈을 지불하는 비율도 현저하게 차이가 

났는데 파키스탄은 2014년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이 고작 2.6%였던 

것에 비해 세계적인 비율은 10.0%로 세 배 보다 많이 차이가 났다 

(WHO, 2019). 

<표 1. Pakistan Statistics (WHO, 2019)> 

 

193,203,000

4920

66/67

69

178/139

129

2.6

Total expenditure on health per capita (intl $, 2014)

Pakistan Statistics

Total expenditure on health as % of GDP (2014)

Total Population (2016)

Gorss national Income per capita (PPP international $, 2013)

Life Expectancy at birth m/f (years, 2016)

Probability of dying under five (per 1,000 live births, 2018)

Probability of dying between 15 and 60 years m/f (per 1,000 populatio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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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1. Global Health Expenditure (World Bank, 2019)> 

 

 

의료인력 현황의 경우 파키스탄의 2015년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0.978명, 인구 1,000명 당 간호사 및 조산사의 경우 

0.502명으로 WHO의 권고 기준④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WHO, 2019).  

영유아 발육 부진은 파키스탄 내에서 중요한 보건학적 문제 중 

하나인데, 발육 부진을 겪는 영유아는 전체 영유아의 40.2%인 1,200만 

명에 달한다. 이러한 형태의 영양 불균형 해소는 궁극적으로 모든 

인구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하는 것이지만 그 외에 사회 경제적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UNICEF, 2018). 지역별로 발육 부진을 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④ WHO에서는 의사, 간호사 및 조산사의 최소 기준치(minimum threshold)를 인규 

10,000명 당 23명으로 정하였다 (WHO,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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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revalence of Stunting by Province/Region (UNICEF, 

2018)> 

 

 

파키스탄의 발육 부진 유병률은 1965년 48%에서 1994년 36.3%

로 개선되는 듯 보였지만, 2001년 41.6%에서 2011년 43.7%로 악화되

었다. 2018년에는 글로벌 위기 수준에 해당되는 40.2%로 머물러 있는

데, 이는 2017년 전세계 발육 부진 유병률인 22.2%와 비교해 두배 가

량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발육 부진의 연평균 감소율은 0.5%로 추정되

나, 감소 추세가 더디어 격차를 큰 폭으로 줄이는데 어려움이 있다 

(UNICEF,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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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2. Trends of stunting in Pakistan (UNICEF, 2018)> 

 

 

<그래프 3. World trend of stunting (World Bank, 2019)> 

 

 

파키스탄의 15세 이상 49세 미만 가임기 여성을 살펴보면 여성 

내에서 이중 부담의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18년 7명 중 1명 (14.4%)⑤은 영양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으나, 다른 

                                            
⑤ 2011년 18%에서 2018년 14%로 4%정도 감소하였다 (UNICEF,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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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⑥의 가임기 여성은 과체중 혹은 비만으로 고통받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은 명백한데, 농촌의 여성들은 영양 실조가 

심한 반면 도시의 여성들은 과체중과 비만에 더 쉽게 노출되어 있다 

(UNICEF, 2018).  

<표 2. National Status of Women of Reproductive Age by BMI 

(UNICEF, 2018)> 

 

 

이 밖의 다른 파키스탄의 건강 지표를 살펴보면 전체 국민의 

33%가 빈곤선 (poverty line) 밑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8.5%의 국민이 

깨끗한 물에 접근하기 힘든 위치에 거주하고 있고, 17%의 국민은 

적절한 위생 시설 (화장실 등)에 접근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WHO, 2017).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파키스탄에서는 국가 장기 

개발 목표인 비전 2025 (Vision 2025⑦)를 발표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기 계획으로 제 11차 5개년 계획 (11th Five Year Plan⑧ )을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수립 및 실행하였다 (ODA Korea, 2016).  

비전 2025에서는 ①인적 및 사회적 자본 개발, ②지속적이며 

포괄적인 경제 성장, ③민주주의적인 거버넌스의 혁신 및 공공부문 

                                            
⑥ 2011년 파키스탄의 국가영양조사에서는 28% 가임기 여성이 과체중 혹은 비만인 것

으로 조사되었지만, 2018년에는 37.8%로 증가했다 (UNICEF, 2018). 
⑦ 아시아의 차세대 경제 강국 및 세계 경제 25위권으로 2025년까지 도약하기 위한 장기 

개발 목표이다. 
⑧ Vision 2025를 달성하기 위한 중기계획으로, 인적, 사회적 개발, 교육, 보건, 여성 개

발, 에너지 혁신 및 인프라 개발, 제조업 발전 등을 다루는 포괄적인 전략 계획이다. 

48.5%

15.8%

13.8%

Urban in Pakistan Rural in Pakistan

12.0%

42.2%

26.5%

17.2% 11.7%

22.5%

Normal (BMI 18.5 -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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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46.1%

24.0%

Underweight (BMI <18.5)

Pakistan

(as a w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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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화, ④수자원, 에너지, 그리고 식량 안보(food security) 개선, 

⑤민간 부문 및 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 성장, ⑥부가가치를 

통한 경쟁력 있는 지식경제 발전, ⑦교통 인프라 현대화 및 지역 연계 

강화 등 7가지 항목을 다루며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Ministry of 

Planning, development and reform, n.d.).  

경제성장과는 별개로 파키스탄에서는 또한 Prime Minister’s 

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me (PMNHIP)이라는 

국민건강보험을 2014년 6월 처음 승인이 난 후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작하였는데, 이 국민건강보험은 우선적으로 빈곤선 아래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보험을 통하여, 

수혜자들은 교통비를 포함하여 응급 상황, 산모 관리, 병원 치료 후 

관리 등을 공공 병원 혹은 민간 병원에서 최대 50,000 루피 (323 달러 

상당 [2019년 11월 1일 기준])를 대신 지불해주는 건강 보험 카드를 

받게 된다 (The Economist Group, 2015). 또한 당뇨병, 심혈관 질환, 

암, 신장 및 간 질환, HIV와 간염 합병증, 화상 및 도로 사고 등 

7가지의 비싼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치료를 위해 최대 300,000 루피 

(1,936 달러 상당)까지 지원해준다.  

파키스탄의 보건시스템은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공공 부문에는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연방 정부 산하에는 국방부와 부처 (ministries)가 있고 국방부 

산하에는 군 병원이 있으며 부처에는 연구기관, 병원이 있다. 지방 

정부를 살펴보면 각 지방마다 지방 보건부가 있으며 지방 보건부 

산하에는 1차, 2차, 3차 치료 기관이 있다. 민간 부문에는 대형 병원, 

일반의들이 진료하는 개인병원, 이슬람 의사 (Hakeem), NGO (비정부 

기구), 자선 단체 및 전통적인 치료사 (traditional healer) 등이 있다 

(Kumar & Bano,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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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Health Care Delivery Systems of Pakistan (Kumar & Bano, 

2017)> 

 

 

이러한 분리된 보건 시스템으로 인해 PMNHIP를 실행하기 

위하여 파키스탄 연방 정부는 주정부와 협력하였다. 초기에는 수도인 

이슬라마바드와 라호트에 있는 두개의 센터로부터 63,000명이 건강 

카드를 받았다. 이 계획이 성공하면 그 다음 4개 구역내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연간 25,000장의 건강 카드를 보급할 계획이며 이후 

최종적으로는 전국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The Economist Group, 

2015).  

이중 부담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선 식량 안보 (food 

security)를 빼놓을 수 없는데, 식량안보평가조사 (Food Security 

Assessment Survey)에 따르면 2016년 파키스탄 인구의 18%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 장기 

개발 목표인 비전 2025에서 언급했듯이 파키스탄은 식량 안보율 (food 

security level)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 중인데, 그에 따른 목표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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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Ministry of National Food Security and Research Islamabad, 

2017). 

 

1. 식량 안보 및 경제 개발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간 4%의 

비율로 농업 성장 달성 

2. 영양가 높고 건강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식품 시스템 개선 

및 혁신 개발 

3. SDGs에 대한 정부의 약속에 따라 가난과 기아를 줄이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 실시 

4. 수확량 격차를 해소하며 농업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농업 수익성 확보 

5. 대체 에너지원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사용을 촉진하고 기존 

수자원 기반 강화 

6. 생명 기술, 자원 보존 및 조화로운 패키지 사용에 중점을 둔 

기후 스마트 (climate smart) 농업 개발 

7. 채소, 곡물 등의 개량종 개발 

8. Rod Kohi, FATA, Gilgit-Baltistan/Chitral, Balochistan, 

AJK, Potohar, Thar, Nara and Kohistan에서 빗물 수확 

기술을 통한 고부가가치 농업 기술 잠재성 수집 

9. 공공-민간 파트너십 협정을 통한 농장에서의 식품 처리 및 

생산에 관한 인센티브 제공 

10. 도시 근교 지역의 안전한 식품 생산을 위한 바이오 개선 

기술 보급 

11. 농업 서비스 제공업체 인력을 개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12. 가축 전염병 근절 및 토착종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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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농장 기계화 및 가공 기술을 개발하여 생산비용 절감 및 

농장 운영시간 확대 

14. 식품 및 원예품 수출 최대 10~20% 향상 촉진 

15. 어류 수출 증대 

16. 농식품안전규제법 제정, 식품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규제무역체제 확립 

 

파키스탄의 국가 식량 안보 정책은 농부 및 정부 모두에게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파키스탄 식량 안보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수 백만명의 영양불균형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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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자료 및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특정 연구를 위해 수집되어 정리된 자료인 2 차 

자료를 활용하여 단면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미국국제개발처 (USAID)

에서 시행한 2017-18년 파키스탄 DHS⑨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DHS 자료는 크게 표준 DHS 자료와 중

간 DHS 자료 (Interim DHS surveys)가 있는데, 표준 DHS 자료는 대

량의 표본 자료 (보통 5,000~30,000만 가구)를 조사하며 시간에 따른 

비교를 위해 대략 5년에 한번씩 실시되고, 중간 DHS 자료는 표준 DHS 

자료의 5년 주기 사이에 실시되며, 표준 DHS 자료 보다 짧은 설문지를 

가지고 있다 (The DHS Program, 2019). 본 연구에서는 이 두가지의 

자료 중 표준 DHS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 중 15세 이상 49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 자료를 활용하였다.  

2017-18년 파키스탄 DHS는 파키스탄 국립 인구학 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Studies)에 의해 2017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시행되었으며, ICF International이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여성 자료의 샘플 크기는 

15,068명이었으며, 여성 자료 내에 여성이 출산 경험이 있다면 

영유아에 대한 설문 응답이 존재하여 영유아 자료 파일은 별도로 

결합하지 않았다. 

                                            
⑨  DHS 프로그램은 90개 이상의 국가에서 400개 이상의 조사를 통하여 인구, 건강, 

HIV 및 영양에 대한 정확하고 대표적인 자료를 수집, 분석 및 배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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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자료 15,068명 중 영유아 자료와 결합시켰을 때 결합이 

가능한 자료는 4,226 쌍이었고, 모성 자료 중 임신 여부를 확인하였을 

때, 임신을 한 모성은 총 537명으로, 이 자료는 과체중/비만 여부를 

확인할 때 교란 변수 (confounder variable)⑩로 적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제외하였다. 이에 총 3,689쌍의 자료가 남았으며, 그 중 BMI 측정 

변수[n=19]와 발육 부진 변수[n=79]의 결측치를 제외하면 최종적으로 

총 3,591쌍의 자료가 남았다. 

<그림 3. 연구 대상 선정 흐름도> 

 
 

제 2 절 연구 모형 

이중 부담에 관하여 정확하게 확립된 모형이 존재하지 않아 

UNICEF에서 1990년 처음 개발하였으며 2013년도에 수정된 아동 

영양실조 개념적 틀 (conceptual framework)을 사용하였다. 이 개념적 

틀에 의하면 한 가정 내 영양 상태는 기본적 (basic), 근본적 

(underlying), 즉각적 (immediate) 요인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Annim, Awusabo-Asare, & Amo-Adjei, 2015).  

                                            
⑩ 현재 연구중인 것의 결과에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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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CEF의 2013년도 수정된 아동 영양실조의 개념적 틀에 

따르면 영양 불균형을 일으키는 기본적 요인으로는 사회,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맥락이 있으며, 부족한 물리적 및 사회적 재정, 인적 

자원이 있고, 각 가정 내 자원의 적절한 양과 질에 대한 접근성 (토지, 

교육 수준, 고용 여부, 소득 수준, 기술)이 있다. 근본적 요인으로는 

가구 내 식량 안보 수준, 불충분한 돌봄 및 모유 수유 여부, 건강하지 

못한 가정 환경 및 불충분한 의료 이용 여부가 있다. 즉각적 요인으로는 

부적절한 식이 섭취와 질병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파키스탄의 DHS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기본적 

요인의 사회,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맥락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제외하였고 이 변수를 대체하여 응답 가정의 구조적 특성 (거주 지역 및 

거주 환경)을 추가하였으며, 부족한 물리적 및 사회적 재정, 인적 자원 

또한 제외하였고, 가정 내 질적 및 양적 이용 가능 여부 (교육 수준, 

고용 여부, 가정 내 재정 상태)를 추가하였다. 근본적 요인으로는 가정 

내 식량 안보 수준을 추가하려고 하였지만, 제 3장 3절에 서술한 것과 

같이 공선성이 높게 나와 이항 및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누락되는 현상이 발견되어 제외하였고, 선행 연구 시 가정 내 이중 

부담에 영향 요인을 주는 모성의 나이 및 현재 신장을 추가하였으며, 

영유아의 기초 영양 상태 (출생 시 신장 및 몸무게, 현재 나이, 성별)을 

추가하였고, 모유 수유 여부, 의료 이용 여부 (영유아의 설사 및 발열 

증상이 있을 때 국립 병원 혹은 개인 병원 이용 여부)를 추가하였다. 

즉각적 요인으로는 부적절한 식이 섭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소 

식이 다양성을 추가하였으며, 질병 중 영유아의 최근 설사 및 발열 

여부를 추가하였다. 이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징후 요인으로 5세 미만 

영유아의 발육 부진과 모성 비만이 함께 일어나는 이중 부담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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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이중 부담을 일으키는 영향요인 개념적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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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변수의 정의 

(1) 종속 변수 

앞서 2장 3절에서 언급했듯이, 이중 부담은 삶의 전반에 걸쳐 

식이 관련 비전염성질환 (발육 부진, 저체중, 체력저하), 과체중, 비만, 

등이 개인, 가정 및 인구 내에서 동시에 일어날 때를 일컫는 현상이다 

(WHO, 2019). 본 연구에서는 한 가정 내에서 영유아의 발육 부진과 

모성 비만이 동시에 일어날 경우를 연구하였으며, 5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현재 본인의 신장이 나이 평균 대비 신장의 -2 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 SD) 미만일 경우 발육 부진 상태로 정의하였고, 

모성의 경우 체질량지수가 25kg/m2 이상 인 경우 과체중/비만으로 

정의하였다. 이어 영유아와 모성이 모두 정상 신장 및 체중인 경우, 

영유아는 발육 부진이고 모성은 정상 체중인 경우, 영유아는 정상 

신장이지만 모성은 비만인 경우, 영유아는 발육 부진이고 모성은 비만인 

네 가지 경우로 분류하였다 (표3). 

 

(2) 공변량 (Covariates) 

앞서 3장 제 2절에서 언급한 개념적 틀을 이용하여 공변량을 

설정하였는데, 이론적으로 5세미만 영유아 발육 부진 또는 모성 

과체중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특성 관련 변수 등이 

포함되었다.  

기본 요인 중 하나인 구조적 특성으로는 각 주[州], 도시-

농촌의 거주 여부 (urban [1], rural [2])가 있으며 또다른 기본 요인 중 

하나인 가정 내 질적 및 양적 자원 이용 가능 여부로는 모성 교육수준 

(no education [0], primary [1], secondary [2], higher [3]), 모성의 

고용 여부 (no [0], yes[1]) 부의 지수 (poorest [1], poor [2], mid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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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icher [4], richest [5]) 가 있다.  

근본적 요인 중 주(洲) 별 식량안보 수준을 파키스탄의 

보건복지부와 (Ministry of National Health and Services) UNICEF가 

함께 조사한 2018년 국가영양조사의 식량안보 부분을 참조하여 

⑪ 변수에 추가하려고 하였으나, 파일럿 테스트를 해본 결과 공선성 

(collinearity)이 높은 관계로 통계 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생략을 하였다. 근본적 요인 중 다른 요인으로는 모성의 

신장과 나이가 있는데, 모성의 신장은 영유아의 발육 부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모성의 신장이 1 cm 커질 때 

마다 영유아의 발육 부진이 0.92 오즈 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ernandez-Diaz et al., 1999). 또한 모성의 나이가 많을수록 이중 

부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Anik et al., 2019). 영유아의 기초 

영양 상태로는 출생 시 신장과 몸무게, 나이, 성별 (boy [1], girl [2]), 

출생 순서를 변수에 추가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파키스탄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는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발육 

부진이 극명하게 다르다고 한다. 여아는 남아보다 방치될 확률이 더 

높으며, 이는 높은 발육 부진을 초래한다 (Amanullah, 2016). 다른 

선행 연구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2012-13 DHS를 조사했을 때, 출생 

순서가 늦어질수록 (나중에 태어났을 수록) 발육 부진에 노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Abbasi et al., 2018). 또 다른 영양 결핍 요인으로 모유 수유 

여부 (ever breastfeeding [93], never breastfeeding [94], still 

breastfeeding [95])를 추가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태어난 직후 

모유수유가 늦어지거나 시행하지 않은 경우 발육 부진에 더 노출된 

                                            
⑪ 국제식량농업기구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에서 만든 식량 불안정 

경험 등급 (Food Insecurity Experience Scale; FIES)에 따라 각 지방 (총 8개 주)의 

식량 안정 (food security), 보통의 식량 불안정 (moderate food insecurity), 심각한 

식량 불안정 (severe food insecurity)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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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Muldiasman, Kusharisupeni, Laksminingsih & 

Besral, 2018). 마지막 근본적 변수로는 병원 이용 행태가 있는데, 설사 

혹은 열이 났을 시, 국립 병원에 가는지 혹은 개인 병원에 가는지 

아니면 둘 중에 한군데만 가거나 둘 다 가지 않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즉각적 요인으로는 최소 식이 다양성 (minimum dietary 

diversity)을 확인하였는데, WHO의 최소 식이 다양성 기준에 준하여 

영유아가 총 7⑫가지 식품군 중 4가지 이상을 섭취하여 최소 에너지 및 

영양소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Solomon, 

Aderaw, & Tegegne, 2017). 이 WHO 기준을 토대로 최소 식이 

다양성을 즉각적 요인에 반영하였으며 (4개미만 [0], 4개 이상 [1]), 

또다른 이중 부담의 즉각적 요인으로는 최근 2주간 영유아가 설사 혹은 

열과 같은 질병이 있었는지에 관한 변수 (질병 없었음 [0], 질병 있었음 

[1])를 반영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설사를 하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영유아가 발육 부진일 확률이 높아지며, 고열인 기간이 늘어날수록 

체력저하⑬ 혹은 발육 부진일 확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Checkley et al., 

2008). 이 변수들을 바탕으로 한 가정 내 영유아의 발육 부진과 모성 

비만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중 부담의 영향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⑫
 유아용 분유ㆍ우유ㆍ치즈 등 유제품, 곡물 및 뿌리로 만든 음식, 비타민 A가 풍부한 

과일ㆍ야채, 기타 과일ㆍ야채, 계란, 고기ㆍ가금류ㆍ어류 및 조개류, 콩 및 견과류 
⑬ 신장보다 몸무게가 기준치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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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 변수의 구성> 

Dependent variables 

Double burden of malnutrition 

· Non-stunting children / Non-obese mother 

· Stunting children / Non-obese mother 

· Non-stunting children / Obese mother 

· Stunting children / Obese mother 

Covariates 

Sort Variable Description Measurement 

Basic  

Causes 

Structural factors     

Region States 

Punjab 

Sindh 

Kpk 

Balochistan 

GB 

ICT 

AJK 

Fata 

Environment Urban-rural 
Urban (1) 

Rural (2) 

Household Access to 

adequate quantity and 

quality of resources 

    

Maternal education  

attainment 

Highest educational 

level achieved 

No education (0) 

Primary (1) 

Secondary (2) 

Higher (3) 

Maternal occupation Currently working 
No (0) 

Ye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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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lth level 
Wealth index for 

urban/rural 

Poorest (1) 

Poor (2) 

Middle (3) 

Richer (4) 

Richest (5) 

Underlying 

Causes 

Maternal age Maternal age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Maternal height Maternal height Continuous variables 

Child’s initial health 

status and characteristics 
    

Size of children at 

birth 
Size of children at birth 

Very large (1) 

Larger than average (2) 

Average (3) 

Smaller than average (4) 

Very small (5) 

Don’t know (6) 

Birth weight 
Children's birth weight  

in kilograms 
Continuous variables 

Age 
Children's current age 

in month 
Continuous variables (0-59) 

Sex Sex of children 
Boy (1) 

Girl (2) 

Birth order Birth order of children Continuous variables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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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stfeeding practice Breastfeeding 

Ever breastfed,  

not currently breastfeeding 

(93) 

Never breastfed (94) 

Still breastfeeding (95) 

Medical behavior     

government hospitals: 

fever/diarrhea 

Using governmental 

hospitals when the baby 

is suffering from fever 

or diarrhea 

Yes, use governmental 

hospitals for fever and 

diarrhea (1) 

Yes, but only use it for fever 

(2) 

Yes, but only use it for 

diarrhea (3) 

Yes, only use it for one of the 

symptoms (4) 

No, do not use (5) 

Private hospitals: 

fever/diarrhea 

Using private hospitals 

when the baby is 

suffering from fever or 

diarrhea 

Yes, use governmental 

hospitals for fever and 

diarrhea (1) 

Yes, but only use it for fever 

(2) 

Yes, but only use it for 

diarrhea (3) 

Yes, only use it for one of the 

symptoms (4) 

No, do not use (5) 

Immediate 

Causes 
Consumptions of food 

 infant formula, milk 

other than breast milk, 

cheese or yogurt or 

No (0) 

Ye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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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milk products 

 

Foods made from 

grains, roots, and 

tubers, including 

porridge and fortified 

baby food from grains 

 

Vitamin A-rich fruits 

and vegetables 

 

Other fruits and 

vegetables 

 

Eggs 

 

Meat, poultry, fish, and 

shellfish (and organ 

meats) 

 

Legumes and nuts 

 
(4 or more out of 7 [1], 

if not [0]) 

Diseases (recently)     

Had diarrhea recently Had diarrhea recently 

No (0) 

Yes, last two weeks (1) 

Don’t know (8) 

Had fever recently Had fever recentl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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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last two weeks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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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행한 모든 분석은 STATA 14.0 SE을 

활용하였으며, 세부적인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기술 통계 (descriptive statistics)를 시행하여 파키스탄 

DHS 중 하나인 Individual Recode를 활용하여 5세미만 영유아의 발육 

부진 분포 및 15-49세 여성 ⑭ 의 과체중/비만의 분포를 빈도 및 

백분율로 확인하였다. 

두번째로 연구의 주 목적인 5세이하 영유아 발육 부진과 모성 

비만의 이중 부담이 동시에 일어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우선적으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 (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수행하였다. 

종속 변수 내에서 영유아 발육 부진-모성 비만인 경우 1로 설정하였고, 

나머지 3가지 (영유아 발육 부진 – 모성 정상 체중, 영유아 정상 신장 – 

모성 비만, 영유아 정상 신장 - 모성 정상 체중)의 경우는 0으로 

설정하였다.  

 

ln
𝑝𝑖
𝑠

𝑝𝑖
𝑡 = 𝛽0 + 𝛽1𝐵𝑖 + 𝛽2𝑈𝑖 + 𝛽3𝐼𝑖 , for s≠t 

 

세번째로 이중 부담이 일어나는 영향 요인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고자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수행하였다. 이 경우 종속 변수인 이중 부담 내에서 

영유아 정상 신장 – 모성 정상 체중, 영유아 발육 부진 – 모성 비만, 

영유아 정상 신장 – 모성 비만, 영유아 정상 신장 – 모성 정상 체중 

이렇게 네 가지의 경우를 설정하였으며, 영유아 정상 신장 – 모성 정상 

                                            
⑭ 15-49세 여성 자료 속에 5세미만 영유아 자료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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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을 비교군 (reference group)으로 설정하였다.  

위 식을 살펴보면, Bi는 기본적 요인이고, Ui는 근본적 요인이며, 

마지막으로 Ii는 즉각적 요인이다. 이항 로지스틱에서의 s는‘영유아 

발육 부진 – 모성 비만’이며 t는 앞서 언급한 나머지 3가지 (영유아 

발육 부진 – 모성 정상 체중, 영유아 정상 신장 – 모성 비만, 영유아 

정상 신장 - 모성 정상 체중) 경우이다. 다항 로지스틱에서의 s는 앞서 

언급한 3가지이며, t는 영유아 정상 – 모성 정상이다. 즉, 영유아 정상 

신장 – 모성 정상 체중을 비교군으로 사용하여 나머지 영유아 발육 부진 

– 모성 정상 체중, 영유아 정상 신장 – 모성 비만, 영유아 발육 부진 – 

모성 비만 가구를 대상으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하려고 한다. 

본 실험에 앞서 각 독립변수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고자 상관 

분석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상관 관계란 한 변수의 

변화에 따른 다른 변수의 변화와 방향을 예측하는 분석기법으로서, 상관 

관계가 절대값 (0.7) 이상일 경우 공변량 간의 상관관계가 높으므로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 중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조금 더 부합하는 변수를 

택하며, 유의수준 (p-value)으로 나타내었다. 모유 수유 여부와 

영유아의 나이가 상관관계 기준 보다 조금 높은 절대값 (0.71)이었지만, 

두 변수 모두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두 변수 모두 

추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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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상관분석 결과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Region 1                                   

2. Environment 
-

0.00259 
1                 

3. Maternal education 
-

0.0489 

-

0.300*** 
1                

4. Maternal occupation 
-

0.100*** 
0.0688* 

-

0.0525 
1               

5. Wealth level 
-

0.121*** 
0.0965*** 0.488*** 

-

0.118*** 
1              

6. Maternal age 
-

0.0109 
-0.0539 

-

0.0375 
0.0854** 

-

0.0029 
1             

7. Maternal height 0.0747* -0.0508 0.165*** 
-

0.0386 
0.154*** 0.0343 1            

8. Size of childrens at birth 
-

0.0134 
-0.0115 

-

0.0534 
0.0328 

-

0.0791** 

-

0.00197 

-

0.00645 
1           

9. Birth weight of children 
-

0.0139 
0.195*** 

-

0.338*** 

-

0.00277 

-

0.241*** 
-0.037 

-

0.0451 
0.0465 1          

10. Age of children 0.0161 0.0192 0.02 
-

0.0143 
0.0249 0.107*** 0.0559 

-

0.129*** 
0.0558 1         

11. Sex of children 
-

0.0108 
-0.0207 0.0333 0.0469 

-

0.0610* 
0.0146 0.0102 -0.003 -0.018 

-

0.0132 
1        

12. Birth order 0.0147 0.0497 
-

0.297*** 
0.0516 

-

0.229*** 
0.631*** 

-

0.0214 
0.0254 0.140*** 

-

0.0402 
0.0302 1       

13. Breastfeeding practice 0.0259 0.017 
-

0.0716* 
0.0244 

-

0.0910** 

-

0.0507 

-

0.0431 
0.0842** 0.00123 

-

0.709*** 
0.0444 0.105*** 1      

14. Governmental hospital 
-

0.142*** 
0.0409 

-

0.0185 

-

0.00737 
0.0625* 0.0137 0.0193 0.00143 

-

0.0346 

-

0.0705* 

-

0.0271 
0.0389 0.0610* 1     

15. Private hospital 0.106*** 0.102*** 
-

0.0690* 
0.00462 

-

0.0941** 
0.00214 0.0282 0.00853 0.124*** 0.0372 0.0124 0.0311 

-

0.0272 

-

0.152*** 
1    

16. Consumptions of food 0.0789** -0.0206 0.0656* 
-

0.0229 
0.0908** 0.0347 0.0670* 0.0218 

-

0.00202 
0.0425 0.0384 

-

0.0221 
0.00211 0.0638* -0.057 1   

17. Recent diarrhea 0.0312 -0.0077 0.00604 
-

0.0620* 
0.00772 0.00444 0.0153 0.027 

-

0.0186 

-

0.123*** 

-

0.0324 
0.0416 0.0737* 0.293*** 0.243*** 0.0496 1  

18. Recent fever 
-

0.0221 

-

0.00778 
0.0221 0.0662* 

-

0.0171 
0.0295 

-

0.0098 
0.00793 

-

0.0288 
0.0833** -0.019 0.0236 

-

0.0296 
0.0422 

-

0.143*** 
0.0376 

-

0.423*** 
1 

* p < 0.05,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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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인간 대상의 실험이나 직접적인 설문조사가 포함되지 

않은 2차자료 분석으로 수행되었다. 미국 정부에서 주관하며 ICF 

International이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DHS는 각 국가들의 

생명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에서의 최종 승인 

후에 자료가 배포가 되며, 확보한 DHS자료는 설문조사 참여자에 대해 

식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제거되어 있어 본 연구는 윤리적 측면에 

있어서 위험도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공식적인 인증을 

위해 서울대학교 IRB를 통하여 심의 면제 절차를 진행하였고, 최종 

승인을 받았다 (IRB No. E1911/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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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기술적 분석 결과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종속 변수를 살펴보면, 종속 변수는 

이중 부담이며, 이중 부담이 아닌 경우와 이중 부담인 경우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부담이 아닌 경우는 전체 3,591쌍 중 3,088쌍으로 전체 

응답의 85.99%를 차지하였으며, 이중 부담인 경우는 503쌍으로 전체 

응답의 14.01%를 차지하였다. 

<표 5. 이항로지스틱 종속 변수 구성> 

Bivariate 

dependent 

variable 

Number Percent (%) 

영유아 정상 신장 

또는 

모성 정상 체중 

3,088 85.99 

영유아 발육 부진 

모성 비만 
503 14.01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종속 변수를 살펴보면, 종속 변수는 

5세미만 영유아의 신장과 모성의 체중 짝 자료로 총 4 가지의 각기 

다른 조합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했던 영유아 정상 신장 – 

모성 정상 체중①, 영유아 발육 부진 – 모성 정상 체중②, 영유아 정상 

신장 – 모성 비만③, 영유아 발육 부진 – 모성 비만④ (이중 부담)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4 가지의 분포를 살펴보면 영유아 정상 신장 – 모성 

정상 체중은 1,135쌍으로 전체의 31.61%를 차지하였으며, 영유아 발육 

부진 – 모성 정상 체중은 839쌍으로 전체의 54.97%를 차지하였고, 

영유아 정상 신장 – 모성 비만은 1,114쌍으로 전체의 31.0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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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영유아 발육 부진 및 모성 비만은 503쌍으로 

전체의 14.01%를 차지하였다. 

<표 6. 다항로지스틱 종속 변수 구성> 

Multinomial 

dependent 

variable 

Number Percent (%) 

영유아 정상 신장  

모성 정상 체중 
1,135 31.61 

영유아 발육 부진 

모성 정상 체중 
839 23.36 

영유아 정상 신장 

모성 비만 
1,114 31.02 

영유아 발육 부진 

모성 비만 
503 14.01 

 

파키스탄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본적 요인 중 응답자 (모성)의 거주 지역, 거주 환경, 교육 수준, 고용 

여부, 가정 내 부의 지수 (wealth level)를 확인해 본 결과, 거주 지역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었으나 Punjab이 21.2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Sindh 와 KPK 뒤를 이었다. 거주 환경도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었으나, 시골에서 거주하는 대상자 (54%)가 도시에서 

거주하는 대상자 (46%)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모성의 교육 

수준을 살펴보면, 교육 과정을 아무것도 거치지 않은 대상자가 거의 

절반일 정도로 (49.62%) 많았고, 그 뒤로 중등교육과 초등교육이 뒤를 

이었다. 고용 여부에서는 일을 하지 않는 여성이 (88.41%) 일을 하는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정 내의 부의 지수를 

확인했을 시, 거의 균등하게 분포해 있었으나 가장 가난한 그룹이 가장 

많았고 (27.85%), 그 다음으로 가난한 그룹, 중산층 그룹 순이었다. 

근본적 요인 중 모성 나이, 모성 신장, 영유아의 출생 당시 

신장과 몸무게, 영유아 나이 (개월 단위), 영유아 성별, 영유아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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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모유 수유 여부, 열/설사 시 국립/개인 의료 이용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모성 나이는 25세 이상 29세 이하가 31.02%로 가장 많았고, 

나이를 그룹별로 아닌 연속형 변수로 확인해보았을 때, 평균 나이는 

29.31세로 젊은 대상자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성 신장을 확인해 

보면, 최소 106.7cm에서 196.6cm까지 다양하게 분포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응답자 모성의 평균 신장은 154.95cm으로 

나타났다. 출생 시 영유아의 크기를 살펴보면, 평균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많았으며 (75.63%), 그 다음으로 평균보다 작았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뒤를 이었다. 출생 시 영유아의 몸무게를 살펴보면, 태어났을 

때 신장을 재지 않은 응답자 (2,173명)와 모른다고 응답한 응답자 

(744명)를 제외한 672명의 영유아의 평균 몸무게는 2.99kg이었다. 

영유아의 나이를 살펴보면 0개월부터 59개월까지 대부분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었으며, 평균 나이는 28.59개월이었다. 영유아의 출생 

순서를 살펴보면, 첫째로 태어난 영유아가 24.0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두번째 세번째 순이었다. 태어난 순서의 평균값은 3,32로 첫째에서 

15번째로 태어난 막내까지 비교해봤을 때, 비교적 앞쪽에 태어난 

영유아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유 수유 여부를 확인해 보았을 때, 

모유 수유를 했었지만 현재는 하지 않는 모성이 59.82%로 가장 많았고, 

현재도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 모성은 36.67%, 모유 수유를 한적이 

없는 모성은 3.51%이었다. 국립 병원 이용 여부를 확인해보았을 때, 

영유아가 열 혹은 설사 중 한가지의 증상이 있을 때 국립 병원을 

이용하는 응답자가 1,195명으로 전체의 67.17%를 차지하였다. 각각의 

질병으로만 확인했을 때는 영유아가 발열 증상이 있어 국립 병원을 

이용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10.68% (190명)로 설사 증상이 있어 국립 

병원을 이용하는 응답자보다 (38명, 전체 2.14%) 많았다. 한편 각 증상 

마다 모두 병원을 가는 응답자는 47명 (2.64%)로 적었으며, 두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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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 병원을 가지 않는 응답자는 309명 (17.37%)이었다. 다음으로 

개인 병원 이용 여부를 확인해보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영유아가 열 혹은 

설사 중 한가지의 증상이 있을 때 개인 병원을 이용한다는 응답자가 95 

8명으로 전체의 53.8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영유아가 발열 

증상이 있어 개인 병원을 이용하는 응답자가 411명 (23.10%)으로 

설사 증상이 있어 개인 병원을 이용하는 응답자보다 (71명, 3.99%) 

많았다. 또한 각 증상 마다 모두 병원을 가는 응답자는 99명으로 

전체의 5.56%를 차지했으며, 두 증상 모두에 병원을 가지 않는 

응답자는 240명 (13.49%)이었다.  

마지막으로 즉각적 요인 중 WHO 최소 식이 다양성 기준 

7가지의 식품군 중 4가지 이상의 식품군을 영유아에게 제공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0명으로 전체의 0.48% 밖에 차지하지 않았다. 이는 

파키스탄 내 식량 안보가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반영하기도 

한다. 반면, 응답자의 99.52%는 최소 식이 다양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각적 요인 중 마지막으로 최근 질병 발병 추이를 

확인해보면, 영유아가 지난 2주간 설사 증상이 있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704명으로 전체의 19.62%를 차지하였고, 지난 2주간 

영유아의 발열 증상이 있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365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8.0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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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연구 변수의 기술 통계량> 

Sort Variable   N % 

Basic causes 

Structural Factors     

Region 

Punjab 763 21.25 

Sindh 691 19.24 

KPK 602 16.76 

Balochistan 400 11.14 

GB 233 6.49 

ICT 220 6.13 

AJK 398 11.08 

FATA 284 7.91 

Environment 
Urban 1,652 46.00 

Rural 1,939 54.00 

Household Access to 

adequate quantity and 

quality of resources 

    

Maternal education 

attainment 

No education 1,782 49.62 

Primary 503 14.01 

Secondary 759 21.14 

Higher 547 15.23 

Maternal occupation 
No 3,173 88.41 

Yes 416 11.59 

Wealth level 

Poorest 1,000 27.85 

Poor 783 21.80 

Middle 696 19.38 

Richer 584 16.26 

Richest 528 14.70 

Underlying  Maternal age 15-19 105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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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es 20-24 716 19.94 

25-29 1,114 31.02 

30-34 915 25.48 

35-39 523 14.56 

40-44 165 4.59 

45-49 53 1.48 

Maternal height  

(continuous variable) 
106.7 ~ 196.6 3,591 100 

Child’s initial health 

status and characteristics 
    

Size of child at birth 

Very large 23 0.64 

larger than average 249 6.94 

average 2,715 75.63 

smaller than average 469 13.06 

very small 128 3.57 

don't know 6 0.17 

Birth weight(to 3 dp) 

(continuous variable) 

1000~6000 

(1.00kg~6.00kg) 
672 100 

Age of child 

(continuous variable) 
0 ~ 59 3591 100 

Sex of child 
Boy 1,842 51.29 

Girl 1,749 48.71 

Birth order 

(continuous variable) 
1~15 3,591 100 

Breastfeeding practice 

Ever breastfed, not 

currently breastfeeding 
2,145 59.82 

Never breastfed 126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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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ll breastfeeding 1,315 36.67 

Medical behavior  

(governmental) 

Yes, use governmental 

hospitals for both 

diseases 

47 2.64 

Yes, but only for fever 190 10.68 

Yes, but only for diarrhea 38 2.14 

Yes, but only use it for 

one of the symptoms 

 

1,195 67.17 

No, do not use for both 

diseases. 
309 17.37 

Medical behavior  

(Private) 

Yes, use private hospitals 

for fever and diarrhea 
99 5.56 

Yes, but only for fever 411 23.10 

Yes, but only for diarrhea 71 3.99 

Yes, but only use it for 

one of the symptoms 
958 53.85 

No, do not use for both 

diseases 
240 13.49 

Immediate  No 2,352 9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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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es Minimum dietary 

diversity 
Yes 10 0.48 

Disease recently     

Diarrhea 

No 2,884 80.33 

Yes, last two weeks 704 19.61 

Don't know 2 0.06 

Fever 

No 2,225 61.96 

Yes, last two weeks 1,365 38.01 

Don't know 1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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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이항 (binary) 로지스틱 회귀 분석 

5세 미만 영유아 발육 부진과 모성 비만이 동시에 일어나는 

영향 요인을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8).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 시행에 있어 가중치를 두어 표본 

자료가 전체 모집단을 나타낼 수 있게 하였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기본적 요인 중 거주 지역을 

확인했을 시, Balochistan 주에 살거나 FATA에 사는 가정일수록 이중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각각 3.86 오즈 배, 6.66 오즈 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거주 환경을 확인했을 때, 시골에 거주할수록 이중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0.427 오즈 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 질적 

및 양적 자원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했을 때 모성이 중등교육까지 마친 

사람일수록 가정 내 이중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3.42배 증가하였고, 

모성이 현재 일을 하고 있을수록 이중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0.11배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본적 요인을 살펴보면, 모성의 신장이 1cm 커질 때 마다 가정 

내 이중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0.88 오즈 배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유아의 기초 영양상태 중 하나인 영유아의 출생 당시 

신장을 확인해 보았을 때, 평균이나, 평균보다 조금 작거나, 아주 

작을수록 가정 내 이중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각각 4.95 오즈 배, 8.77 

오즈 배, 7.98오즈배 증가하였다. 모유 수유 여부를 확인해보았을 때, 

영유아에게 모유수유를 한번도 하지 않은 가정일수록 이중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3.69 오즈 배 증가하였다. 의료 이용 여부를 확인해 보았을 때, 

영유아가 설사 증상이 있어 개인 병원에 가거나 열/설사 둘 중 한가지의 

증상이 있어 개인 병원을 갔을 때 가정 내 이중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각각 26.94 오즈 배, 8.49 오즈 배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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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즉각적 요인을 살펴보면, 최근 2주간 영유아가 발열 

증상이 있었다고 응답한 가정이 이중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5.33 오즈 

배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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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표> 

Sort Variable OR S.E. P > | t | 

Basic  

causes 

Structural Factors    

Region    

Sindh 1.062 0.522 0.902 

Kpk 1.892 0.680 0.077 

balochistan 3.862** 1.923 0.007 

Ict 1.116 0.886 0.890 

Fata 6.655* 4.988 0.012 

Environment    

Rural 0.427** 0.125 0.004 

Household Access to 

adequate quantity and 

quality of resources 

   

Maternal education 

attainment 
   

primary 1.247 0.625 0.659 

secondary 3.424** 1.506 0.005 

higher 1.376 0.947 0.644 

Maternal occupation    

yes 0.107*** 0.061 0.000 

Wealth level    

poorer 0.546 0.266 0.215 

middle 1.861 0.802 0.151 

richer 0.661 0.340 0.422 

richest 1.205 0.722 0.756 

Underlying 

causes 

Maternal age    

20-24 0.619 0.423 0.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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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9 0.933 0.677 0.924 

30-34 0.608 0.479 0.528 

35-39 2.005 1.754 0.427 

40-44 2.676 2.799 0.347 

45-49 1.000 (empty)  

Maternal height 0.878*** 0.033 0.001 

Child’s initial health status 

and characteristics 
   

Size of child at birth    

average 4.947* 3.660 0.031 

smaller than average 8.769* 7.686 0.014 

very small 7.982* 7.596 0.030 

Birth weight 1.000 0.000 0.464 

Age of child 1.019 0.015 0.192 

2. Sex of child 1.057 0.322 0.856 

Birth order 1.156 0.107 0.119 

Breastfeeding practice    

never breastfed 3.694** 1.858 0.010 

still breastfeeding 0.467 0.203 0.081 

Medical behavior  

(governmental) 
   

Yes, but only for fever 5.635 7.152 0.174 

Yes, but only for diarrhea 1.671 2.506 0.732 

Yes, but only use it for 

one of the symptoms 
3.102 3.354 0.296 

No, do not use 1.043 1.020 0.965 

Medical behavior  

(priv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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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but only for fever 3.935 3.792 0.156 

Yes, but only for diarrhea 26.938** 27.787 0.002 

Yes, but only use it for 

one of the symptoms 
8.485* 7.515 0.016 

No, do not use 3.571 2.822 0.108 

Immediate 

causes 

1. Minimum dietary diversity 1.000 (empty)  

Disease recently (Diarrhea)    

yes, last two weeks 3.879 2.905 0.071 

Disease recently (Fever)    

yes, last two weeks 5.334* 3.962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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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다항 (multinomial) 로지스틱 회귀 분석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이어, 이중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고자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9). 

우선 영유아와 모성 모두 정상인 경우를 기초 결과 (base 

outcome)로 설정하였다.  

두번째는 영유아가 발육 부진이며 모성이 정상 체중인 경우인데, 

마찬가지로 기본적 요인 중 거주 지역을 살펴보면 Sindh에 거주할수록 

영유아 발육 부진 – 모성 정상 체중일 가능성이 2.22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정 내 질적 및 양적 자원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했을 

때는 모성이 중등 교육 까지만 마쳤을 때 영유아 발육 부진 – 모성 정상 

체중일 확률이 0.39배 감소했다. 다음으로 근본적 요인 중 모성의 

신장이 1cm 커질 때 마다 영유아 발육 부진 – 모성 정상 체중일 

가능성이 0.93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유아의 출생 시 

신장이 확연히 작았다고 응답한 가정에서 영유아 발육 부진 – 모성 정상 

체중일 가능성이 6.3배 높았으며, 영유아의 나이가 1개월 증가할수록 

영유아 발육 부진 – 모성 정상 체중일 가능성이 1.05배 증가했다. 또한, 

출생 순서가 늦을수록 발육 부진 – 모성 정상 체중일 가능성이 1.2배 

증가하였으며, 영유아가 발열 증상이 있어 국립 병원을 이용할 시 

영유아 발육 부진 – 모성 정상 체중일 가능성이 11.97배 증가했다. 

즉각적 요인을 살펴보면, 아쉽게도 WHO의 영유아 최소 식이 다양성을 

충족하는 가구가 2362가구 중 10가구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이 

다양성 변수의 통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2주 내에 설사 

혹은 발열 증상이 있었던 영유아 가구에서 영유아 발육 부진 – 모성 

정상 체중일 가능성이 각각 2.97배, 2.45배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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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째는 영유아가 정상 신장이며 모성이 비만인 경우인데, 

기본적 요인을 살펴보면 시골에 거주할수록 영유아 정상 신장 – 모성 

비만일 가능성이 0.33배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본적 요인을 

확인해 보았을 때, 부의 지수가 높을수록 영유아 정상 신장 – 모성 

비만일 가능성이 7.33배 증가하였다. 또한 모성의 나이를 보았을 때 

40세 이상 44세 이하인 모성이 속한 가구일수록 영유아 정상 신장 – 

모성 비만일 가능성이 8.87배 증가하였다. 또한 출생 순서를 

확인해보았을 때, 출생 순서가 늦을수록 영유아 정상 신장 – 모성 

비만일 가능성이 1.34배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의료 이용 여부를 

확인했을 때 영유아가 설사 증상이 있어서 국립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영유아 정상 신장 – 모성 비만일 가능성이 35.78배 증가하였다. 즉각적 

요인을 확인해 보았을 때, WHO의 영유아 최소 식이 다양성을 충족하는 

가구일수록 영유아 정상 신장 – 모성 비만일 가능성이 48.23배 

증가하였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통계를 확인할 시, 최소 식이 다양성을 

충족하는 가구가 10가구 밖에 안되는 점을 주의해야한다. 또한 최근 

2주 내에 영유아의 발열 증상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일수록 영유아 정상 

신장 – 모성 비만일 가능성이 2.48배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유아 발육 부진과 모성 비만이 동시에 일어나는 

즉, 이중 부담을 겪고 있는 가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마찬가지로 

기본적 요인 중 거주 지역을 살펴보면 Balochistan 및 FATA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일수록 이중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각각 6.24배, 

6.75배 증가하였고, 시골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이중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0.31배로 감소하였다. 또한, 모성이 중등 교육 까지만 마쳤을 

때 가정이 이중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2.91배 증가하였다. 또한, 모성이 

직업을 가진 경우 이중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0.12배 감소하였다. 

근본적 요인을 살펴보면, 모성의 키가 1cm 증가할 때 마다 가정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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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0.86배 감소하였으며, 영유아의 출생 당시 

신장이 평균보다 작거나 아주 작을 경우 가정 내 이중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각각 7.40배, 8.04배 증가하였다. 또한, 영유아의 출생 순서가 

늦을수록 가정 내 이중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1.35배 증가하였다. 모유 

수유 여부를 확인해 보았을 때, 모유 수유를 한번도 하지 않은 

가정일수록 가정 내 이중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3.70배 증가하였다. 

의료 이용 여부를 확인했을 시, 영유아가 발열 증상이 있어 국립 병원을 

이용한다는 가정이 이중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17.43배 높았으며, 

영유아가 설사 증상이 있어 개인 병원을 이용한다는 가정이 이중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14.03배 높았다. 즉각적 요인을 살펴보면 역시 WHO의 

최소 식이 다양성을 충족 시키는 가구 수가 10가구 밖에 되지 않아 

통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난 2주간 영유아가 설사 증상 

혹은 발열 증상을 겪었다고 응답한 가구에서 이중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각각 6.23배, 9.19배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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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표> 

Sort Variable 

Pair types 

영유아 발육 부진  

모성 정상 체중 

영유아 정상 신장  

모성 비만 

영유아 발육 부진 

모성 비만 (이중 부담) 

RRR S.E. P > | t | RRR S.E. P > | t | RRR S.E. P > | t | 

Basic  

causes 

Structural Factors          

Region          

Sindh 2.219* 0.762 0.021 1.066 0.377 0.856 1.320 0.727 0.615 

Kpk 0.932 0.330 0.842 1.421 0.570 0.382 2.100 0.911 0.088 

balochistan 1.900 0.866 0.160 1.908 1.085 0.257 6.238** 3.569 0.002 

Ict 0.767 0.448 0.650 0.503 0.225 0.126 0.759 0.608 0.731 

Fata 0.849 0.509 0.785 1.050 0.578 0.929 6.754* 5.755 0.026 

Environment          

Rural 1.340 0.400 0.328 0.328*** 0.109 0.001 0.305*** 0.104 0.001 

Household Access to 

adequate quantity and 

quality of resources 

   

      

Maternal education 

attainment 
   

      

primary 1.154 0.350 0.638 1.153 0.447 0.714 1.268 0.710 0.671 

secondary 0.386* 0.163 0.025 1.258 0.477 0.546 2.909* 1.420 0.029 

higher 0.440 0.221 0.103 1.593 0.838 0.377 1.521 1.135 0.575 

Maternal 

occupation 
   

      

yes 1.750 0.522 0.062 0.490 0.243 0.151 0.117** 0.076 0.001 

Wealth level          

poorer 0.542 0.212 0.117 1.410 0.675 0.473 0.492 0.279 0.213 

middle 0.568 0.243 0.187 2.394 1.204 0.084 2.045 1.064 0.170 

richer 0.557 0.243 0.181 1.613 0.880 0.381 0.604 0.348 0.381 

richest 0.861 0.568 0.821 7.327** 4.733 0.002 2.432 1.718 0.209 

Underlying Maternal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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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es 20-24 1.109 0.923 0.901 1.032 0.798 0.967 0.537 0.395 0.398 

25-29 0.817 0.640 0.796 3.502 2.664 0.100 1.103 0.873 0.901 

30-34 0.341 0.318 0.249 2.080 1.692 0.368 0.490 0.413 0.398 

35-39 0.708 0.669 0.715 2.765 2.549 0.271 2.135 2.018 0.423 

40-44 4.694 6.564 0.270 8.870* 9.783 0.049 12.578 16.620 0.056 

45-49 0.234 0.231 0.143 
811456.5

00*** 

11777

17.000 
0.000 0.701 1.013 0.806 

Maternal height 0.934* 0.026 0.014 0.988 0.022 0.583    

Child’s initial health 

status and 

characteristics 

   

      

Size of child at 

birth 
   

      

average 1.414 0.625 0.434 0.500 0.196 0.078 3.869 2.887 0.071 

smaller than 
average 

2.079 1.173 0.195 0.525 0.245 0.168 7.403* 6.704 0.028 

very small 6.275* 4.835 0.018 0.248 0.190 0.070 8.038* 7.893 0.035 

Birth weight 1.000 0.000 0.851 1.000 0.000 0.205 1.000 0.000 0.238 

Age of child 1.054*** 0.012 0.000 1.018 0.013 0.172 1.042* 0.018 0.014 

2. Sex of child 0.698 0.175 0.152 0.964 0.247 0.887 0.949 0.324 0.879 

Birth order 1.197* 0.093 0.021 1.344** 0.120 0.001 1.351** 0.152 0.008 

Breastfeeding 

practice 
   

      

never breastfed 1.182 0.889 0.824 0.907 0.598 0.883 3.698* 2.312 0.037 

still breastfeeding 1.085 0.395 0.822 1.063 0.399 0.871 0.501 0.239 0.149 

Medical behavior  

(governmental) 
   

      

Yes, but only for 

fever 
11.969* 14.894 0.047 9.520 14.289 0.134 17.430* 25.162 0.049 

Yes, but only for 

diarrhea 
0.330 0.533 0.493 35.782* 55.985 0.023 6.542 10.966 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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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but only use it 

for one of the 

symptoms 

8.821 9.902 0.053 12.050 17.283 0.084 10.296 12.565 0.057 

No, do not use 4.425 4.110 0.110 5.437 6.930 0.185 2.158 2.348 0.480 

Medical behavior  

(private) 
         

Yes, but only for 

fever 
0.693 0.515 0.621 0.400 0.302 0.226 2.108 2.101 0.455 

Yes, but only for 

diarrhea 
0.470 0.458 0.439 0.411 0.358 0.308 14.029* 15.356 0.016 

Yes, but only use it 

for one of the 

symptoms 

1.056 0.687 0.934 0.403 0.279 0.190 5.040 4.518 0.072 

No, do not use 0.493 0.254 0.170 0.549 0.338 0.331 1.922 1.629 0.441 

Immediate 

causes 

1. Minimum dietary 

diversity 
0.000*** 0.000 0.000 48.227* 72.348 0.010 0.000*** 0.000 0.000 

Disease recently 

(Diarrhea) 
         

yes, last two 

weeks 
2.976* 1.510 0.032 1.949 0.961 0.177 6.295* 5.001 0.021 

Disease recently 

(Fever) 
   

      

yes, last two weeks 2.448* 1.068 0.041 2.478* 0.961 0.020 9.186** 6.97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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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및 함의 

WHO, UNICEF, UN 등의 국제 기구에서 밀레니엄 개발 목표, 

지속 가능 개발 목표 등으로 꾸준히 영양 실조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지만 아직까지 영양 실조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반면, 식생활의 서구화, 도시화 

및 전반적인 가계소득 증가 등으로 인하여 개발 도상국에서도 식습관 및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들이 바뀌게 되면서 전세계적으로 비만 인구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 가정 

및 인구 집단 내에서 한 집단은 발육 부진, 체력 저하로 고통받는 

인구가 있는 반면 다른 집단에서는 비만으로 고통받는 이중 부담을 겪는 

경우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한 가정 내 5세 

미만 영유아는 발육 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반면 모성은 비만을 겪고 

있는 사례를 연구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본적 요인에서는 Balochistan 및 FATA에 거주할수록 

가정 내 이중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높았다. Balochistan 주는 파키스탄 

내에서도 가장 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으로 건강과 영양 상태가 매우 

열악한 지역이며 모성 빈혈 비율과 영유아의 비타민 A 결핍 비율이 

각각 47%와 74%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Aga Khan 

University, 2018). FATA는 연합부족자치지역 (Federally 

Administered Tribal Areas)으로써 많은 연구가 보고되고 있지 않지만 

무장 단체가 FATA 거주민들을 물리적으로 학대한다는 보고가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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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의료 시설 이용 및 교육과 같은 기본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또한 

어려워 여성들이 의사를 만나거나 학업을 이어가거나 사회적인 활동이 

제한되어 있다 (Naveed, 2018). 또한, 시골 지역에 거주할수록 이중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0.427 오즈 배 감소하였지만, 이는 도시 지역에 

거주한다고 이중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없다. 

이중 부담은 영유아 발육 부진 및 모성 비만이 동시에 일어났을 때를 

일컫는 뜻인데, 평균적으로 영유아의 발육 부진은 시골 지역에서 더 

많이 겪게 되며, 모성 비만은 도시 지역에서 더 많이 겪게 되기 때문에 

단순히 거주 환경에 초점을 두면 안되고 오히려 가계의 소득 수준에 

초점을 두어야한다 (Garret & Ruel, 2005). 파키스탄은 사회적으로 

건강한 식단에 대한 인식이 다른 국가와는 다르다. 파키스탄의 일반적인 

식단은 포화 지방, 트랜스 지방산, 설탕 등이 포함된 높은 칼로리로 

구성되어있으며, 특별한 날에는 기 (Ghee; 중동 아시아에서 사용되는 

버터)를 이용하여 만든 고기를 섭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곡물, 야채, 

과일과 같은 주식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도시에 거주하는 파키스탄 

국민들은 지방이나 설탕으로 이루어진 값이 싸고 포만감이 높은 음식을 

선호한다. 또한, 식습관의 서구화로 인하여 젊은 세대들은 패스트푸드와 

탄산 음료와 같은 정크 푸드들을 즐겨 찾는다. 급속한 도시화와 

현대화로 인하여 파키스탄 국민들의 식단은 저지방 식단으로부터 고지방 

식단으로 변화하고 있다 (Siddiqui et al., 2018). 도시와는 달리 

시골에서는 여전히 많은 파키스탄 국민들이 곡물 등을 자급자족을 하고 

있으며 (Sher, Mazhar, Abbas, Iqbal, & Xiangmei, 2018), 이는 낮은 

모성비만율과 연관성이 있다. 모성의 직업 여부를 확인해 보았을 때 

모성이 일을 할수록 가정 내 이중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0.11 오즈 배 

감소했다. 이는 위 선행연구를 토대로 모성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며 

가계에 보탬이 되는 경우 가계 소득 수준이 높아져 이중 부담을 겪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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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줄어든 것일 수 있다. 근본적 요인에서는 모성의 신장이 1cm 

커질 때 마다 발육 부진이 0.88 오즈 배 줄어든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모성의 신장과 영유아의 발육 부진이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과 일치한다 (Hambidge et al., 2012). 다른 

파키스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모성의 신장은 영유아의 영양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예측 변수이며 모성의 키가 145cm 미만으로 

표준 신장 미만일 경우 영유아 또한 발육 부진이거나 표준 체중 이하인 

경우가 많았다 (Khan, Zaheer, & Safdar, 2019). 또한 출생 시 

영유아의 크기를 비교해 보았을 때 평균, 평균 이하 혹은 매우 작게 

태어난 경우 가정 내 이중 부담을 겪게 될 가능성이 각각 4.95, 8.77, 

7.98 오즈 배 증가하였다. 이는 영유아의 출생 시 몸무게, 키 그리고 

어머니의 작은 키 모두 영유아의 발육 부진의 위험 요인이라고 한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 (Utami, Rachmalina, Irawati, & Sari, 2018). 모성의 

모유 수유 여부를 확인했을 때, 모유 수유를 한번도 하지 않은 가정이 

이중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3.694 오즈 배 높았다. 이는 모유 수유와 

이중 부담이 음의 상관 관계가 있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 (Aitsi-

Selmi, 2014). 2017년의 WHO 자료에 의하면 18%의 파키스탄 

모성만이 영유아가 태어나자마자 모유 수유를 시작한다고 응답하였으며, 

37.7%의 모성만이 생후 6개월 간 모유 수유를 이어간다고 응답하였다 

(Yunus, 2017). 미국 식품 영양 위원회 (Food and Nutrition 

Board)에서는 생후 첫 6개월 간 영유아 발육에 필수 요소인 다량영양소 

(macronutrient)와 미량영양소 (micronutrient)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모유수유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Scherbaum & Srour, 2016). 

의료 이용 여부를 확인했을 때, 영유아가 설사 증상 혹은 열 / 설사 

증상 중 한가지의 증상이 있을 시 개인 병원을 찾은 경우 가정 내 이중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각각 26.94 오즈 배, 8.49 오즈 배 높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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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었다. 파키스탄 내에서는 급속한 인구 증가에 따라 Unani 등 

전통 의술과 같은 규제되지 않고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민간 병원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한다 (UNICEF, 2017). 국립 병원과 개인 병원의 의료 

격차는 큰 편이며 이에 개인 병원을 이용하는 가정이 이중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즉각적 요인에서는 지난 2주간 

영유아에게서 발열 증상이 있었다고 답한 가정은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5.33 오즈 배 가정 내 이중 부담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파키스탄 전체 56.1%의 가정 내 식수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으며 

(National Nutrition Survey, 2018), 이는 장티푸스⑮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전히 매년 53,000명의 파키스탄 5세미만 

영유아는 빈약한 위생 시설 및 식수로 인한 설사로 사망하고 있다 

(UNICEF, 2019). 또다른 선행 연구에서는 케냐의 5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구했을 때 과거 발열 증상이 있었던 영유아에게서 발육 

부진을 겪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Bloss, Wainaina, & Bailey, 

2004).  

 다음으로 조금 더 이중 부담의 영향 요인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보고자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앞 세 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중 부담을 겪는 부분만 살펴보고자 한다. 기본적 요인에서는 

Balochistan 주와 FATA에 거주할수록 가정 내 이중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각각 6.24배, 6.75배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시골 지역에 거주할수록 발육 

부진을 겪을 가능성이 0.31배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머니의 교육 수준을 확인해 보았을 때, 중등 교육까지 마친 모성이 

있는 가정일수록 이중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2.91배 높은 것으로 

                                            
⑮ 살모넬라 균종의 특정 아종에 감염되어 발생하며, 발열, 복통, 구토, 설사 등 신체 전

반에 걸친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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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개발 도상국에서는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가정 내 영양 

실조가 만연하다고 나타났다 (Garret & Ruel, 2005). 모성의 직업 

여부를 확인해 보았을 때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모성이 일을 할수록 가정 내 이중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0.12배 

감소했다. 근본적 요인에서는 모성 신장이 역시 1cm 증가할수록 가정 

내 이중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0.855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유아의 출생 당시 신장을 확인했을 때, 평균 보다 작거나 심하게 

작게 태어난 아이를 가진 가정일수록 가정 내 이중 부담을 경험할 

가능성이 각각 7.40배, 8.04배 증가하였다. 또한, 영유아의 나이 (개월 

수)가 많을수록 가정 내 이중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1.0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선행 연구에서 영유아의 나이가 많을수록 가정 

내 이중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일치한다 (Anik et al., 

2019). 영유아의 출생 순서를 확인해 보았을 때, 나중에 태어날수록 

가정 내 이중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1.35배 증가하였다. 이는 영유아의 

형제가 많아질수록 각 가정 내의 수입과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은 일정한 

것에 비해 가구원 수가 많아질수록 한정적인 자원을 공유해야하기 

때문에 늦게 태어난 영유아일수록 이중 부담 요인 중 하나인 영유아의 

발육 부진에 취약할 것이다. 모유 수유 역시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과 

마찬가지로 한번도 영유아에게 모유 수유를 하지 않은 가구 일수록 가정 

내 이중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3.70배 증가하였다. 의료 이용 여부를 

확인했을 때 영유아가 발열 증상이 있을 때 국립 병원을 찾는다는 

가정에서 이중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17.43배 높으며, 영유아가 설사 

증상이 있을 때 개인 병원을 찾는다는 가정에서 이중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14.03배 높았다. 파키스탄 내에서 영유아의 설사 증상 혹은 

발열 증상이 있을 때 모두 국립 병원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전체 

1,779명의 응답자 중 47명 밖에 되지 않았으며, 같은 질병들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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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병원을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1,779명의 응답자 중 99명 밖에 

되지 않을 만큼 병원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유아가 

질병이 있어도 병원 이용률이 낮은 것을 뜻하며, 이 또한 영유아 발육 

부진과 직결되어 가정 내 이중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즉각적 

요인에서는 지난 2주 내에 영유아가 설사 혹은 발열 증상이 있었다고 

응답한 가정에서 이중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각각 6.23배, 9.19배 

높았다. 이는 국립 혹은 사립 병원의 이용 여부 보다는 질병 자체가 

발병 했을 시, 이중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항 대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비교 시,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는 유의하게 나왔지만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유의하게 나오지 않은 변수는 거주 지역 (Balochistan, FATA에 

거주하는 경우 이중 부담 가능성 증가), 거주 환경 (시골에 거주할수록 

이중 부담 가능성 감소), 모성 직업 유무 (모성이 직업을 가진 경우 

이중 부담 가능성 감소), 영유아 출생 시 신장 (평균 이하일수록 이중 

부담 가능성 증가;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는 출생 시 신장이 

평균보다 아주 작을 경우에만 이중 부담 가능성 증가), 의료 이용 여부 

(영유아가 설사 증상이 있어 개인 병원을 찾은 경우와 발열/설사 증상 

중 하나의 증상이 발현되어 개인 병원을 찾은 경우 이중 부담 가능성 

증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는 

유의하게 나왔지만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는 유의하게 나오지 

않은 변수로는 거주 지역 (Sindh에 거주하는 경우 이중 부담 가능성 

증가), 영유아 출생 시 신장, 영유아의 나이 (영유아의 나이가 많을수록 

이중 부담 가능성 증가), 영유아의 출생 순서 (영유아의 출생 순서가 

뒤에 있을수록 이중 부담 가능성 증가), 의료 이용 여부 (영유아가 설사 

증상이 있어 국립 병원을 찾은 경우 이중 부담 가능성 증가), 영유아의 

최근 질병 발현 (영유아가 설사 혹은 발열 증상이 지난 2주안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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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일 경우 이중 부담 가능성 증가)가 있었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영유아 발육 부진 – 모성 비만에 해당되는 자료 (1)와 해당되지 

않는 자료 (0) 두가지 경우로 제한되며, 이는 영유아 발육 부진 – 모성 

비만 짝 자료에 해당 되지 않는 영유아 발육 부진 – 모성 정상 체중, 

영유아 정상 신장 – 모성 비만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연구 결과에 

있어 부정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변수들의 통계적인 유의함을 확인한 뒤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영유아 정상 신장 – 모성 정상 

체중을 비교군으로 설정하여 영유아 발육 부진 – 모성 정상 체중, 

영유아 정상 신장 – 모성 비만, 영유아 발육 부진 – 모성 비만 자료를 

각각 비교하였다. 

앞서 2장 3절에서도 언급했듯이 UN은 지속가능개발목표 중 제 

2번째 목표인 Zero Hunger를 통하여 2030년까지 기아 종식을 목표로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인구에게 안전하고 구입 가능하며 영양가 있는 

식량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였고, 또한 2030년 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를 종식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모든 5세 

미만 영유아 발육 부진 비율, 모유 수유 여성, 그리고 고령층의 영양 

수준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다 (UNICEF, 

2019). 

앞서 언급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파키스탄의 정책 입안자들은 

도시 환경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에게 건강한 식생활과 신체활동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보건 및 영양 교육을 통하여 가르쳐주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농촌의 

생활 여건과 고용을 개선하여 이중 부담의 요소 중 하나인 영유아 발육 

부진을 감소 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Mahmudiono, Nindya, Andrias, 

Megatsari, & Rosenkranz, 2018). 파키스탄 정부에서 주관한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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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영양조사에 따르면 절반에 조금 못미치는 48.5%의 가임기 

여성들은 교육 경험이 전혀 없었으며, 15.5%의 여성들만이 고등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National Nutrition Survey, 2018). 개발 

도상국에서 교육 수준과 여성 비만은 역상관 관계가 있다고 한다 

(Anyanwu, Ekezie,Danborno, & Ugochukwu, 2010). 근본적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 기회가 심하게 결여 되어 있는 파키스탄에서 

정책입안자들은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여학생들이 학업을 끝마칠 

수 있게 격려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로 할 것이다. 이중 부담의 

영향 요인 중 하나인 모성의 모유 수유 여부 또한 개발도상국 내에서 

캠페인을 통하여 모유수유율이 증가하였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Imdad, 

Yakoob, & Bhutta, 2011) 파키스탄 내 정책 입안자들은 모유 수유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 상담 등 효과적인 캠페인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로 

할 것이다. 또한, 이중 부담의 요소 중 하나인 영유아 발육 부진을 

일으키는 설사로 인하여 사망하는 파키스탄 영유아가 16%에 달하는 

만큼 이에 대처하는 정책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파키스탄 내의 안전한 

식수 공급 및 위생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설사와 합병증의 사례 

관리를 위한 연구 및 정책 수립을 필요로 하며 지역 사회 수준에서 보건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WHO, 2017). WHO에서는 영유아의 

설사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해 아연 (zinc) 처방, 로타바이러스 및 

홍역 예방 접종, 비타민 A 섭취율 및 모유수유 비율 증대, 지역 사회 

전체의 위생 증진 등 7 가지의 방법을 권장하고 있다 (WHO, 2009). 

이중 부담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지만 최소 식이 다양성을 충족시키는 

가정이 2,352 가구 중 10가구밖에 안될 정도로 사안이 심각하였던 

식이 섭취 다양성은 파키스탄 내 식량 안보 문제와 직결된다. 2018 

파키스탄 국가영양조사에 따르면 파키스탄 내 63.1%는 식량 안보에 

있어서 안전 한데 반면 36.9%는 식량 안보에 있어 안전하지 않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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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는 인구 절반 이상이 식량 안보에 있어서 안전하지만, 가난한 

가정 내에서는 식량에 대한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식량 

불안전을 겪고 있다고 한다. 여성과 아이들은 특히 식량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오직 15%의 아이들만이 최소 식이 다양성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leet, 2019). 이에 파키스탄은 식량 안보 개선을 

위하여 식량 수확량을 증대시키거나 종류별로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질 

있도록 장애가 되는 것들을 분석을 통하여 제거하는 것을 필요로 할 

것이다. 시스템 분석은 지역별 (region) 및 집단 별로 현장 적용과 교육 

및 연구 개발에 우선 순위를 적용하는 것이며, 식량 생산과 다양성을 

지속 가능하게 증가시키는 수단에 대한 안내를 해주는 것이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18). 또한 다양한 식량을 재배 하기 위하여 

물과 토양 이용 관리 (수질 및 토양 오염)는 식량 안보 개선 전략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야할 것이다. 

따라서 파키스탄 내 영유아 발육 부진 및 모성 비만의 이중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각종 정책 및 프로그램 수립 시 파키스탄의 

지역적 특성과 맥락 및 각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충분히 

반영하고 현재 수립되어 있는 발육 부진 및 비만 정책 및 프로그램들을 

수정 및 보완해야할 것이다. 본 연구는 파키스탄과 같이 남아시아 내 한 

국가를 대상으로 접근하여 지역적 맥락에 맞게 변수를 설정하였으며 

기존에 있는 다 국가 이중 부담 비교 분석과 비교하여 세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사용한 DHS 자료는 표본 크기가 크며 정보가 

누락되는 비율이 낮은 국가 단위의 대표 조사인 만큼 설문 응답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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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자료 수집 절차 및 인터뷰를 시행하는 면접자 교육 등을 통하여 

높은 정밀도를 제공한다. 그러나 자료의 단면적 특성 상 인과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웠으며, 2차 자료의 특성 상 이중 부담을 겪는 

요인 중 모성을 대상으로 한 일일 식생활 패턴, 신체 활동, 양육 관행, 

문화적 특성 등의 자료는 구하기 어려웠다. 또한 DHS자료 특성 상 

대부분의 정보는 응답자의 기억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회상 비뚤림 

(recall bias), 사회 바람직성 편향 (social desirability bias)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역인과성, 변수 누락 비뚤림 등 인과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이중 부담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의사 및 병원에 대한 정보 누락도 한계점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자면 

질병 치료에 있어 중요한 국립 및 사립 병원의 시설 관리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지역 의료시설 수 등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DHS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밝혀낸 파키스탄 한 가정 내 이중 부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실제로 유의 한지 검증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사회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고, 누락된 여러 변수들을 재구성할 수 있는 

대체 변수 생성 및 포커스 그룹 등의 질적 연구 및 혼합 연구 등이 후속 

연구로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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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in four children under 5 years old suffer from stunting. 

This equates to 149 million, or 21.9% of children in the world 

(UNICEF, 2019). This problem is even more severe in South Asia as 

two in five children there experience stunting. M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cus on eliminating poverty, but child stunting remains 

as a primary cause of death among children. 

Simultaneously, however, due to sociocultural and lifestyles 

changes from the westernization of dietary patterns and urbanization, 

adult obesity continues to rise not only in developed countries but 

also in developing countries. Dual burden of malnutrition, in which 

one group experiences malnutrition while the other suffers from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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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trition, is constantly increasing. Pakistan, the target country of this 

study, is experiencing a severe level of child stunting even within 

South Asia in adjunct to an increasing number of obese women. Thus, 

this study sought to identify the factors associated with double 

burden of malnutrition (DBML) within same Pakistan household.  

In this study, basic, underlying, and immediate causes were 

set by modifying the prior research in 2013 using the malnutrition 

model of UNICEF, first created in 1990. The distribution of variables 

were identified at first by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hen, binary 

logistic regression was conducted. After that,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was conducted to see the associating factors more 

precisely. 

The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shows that the following 

variable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a p-value less than 0.05. 

Basic factors included areas of residence (households in Balochistan 

or FATA may have a higher chance of experiencing DBML), living 

environment (households in rural areas may have a lower chance of 

experiencing DBML), maternal education attainment (households in 

which the mother finishes secondary education may have higher 

chance of DBML), and maternal occupation (households in which the 

mother performs economic activities may have a lower chance of 

experiencing DBML). Underlying factors included maternal height 

(households in which the maternal height increases may have lower 

chance of experiencing DBML), size of child at birth (the households 

with lower average birth sizes may have higher chance of 

experiencing DBML), the age of children (households with 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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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 may have a higher chance of experiencing DBML), the birth 

order (households with a higher birth order may have a higher chance 

of experiencing DBML), breastfeeding practice (households in which 

the mother never practices breastfeeding may have a higher chance 

of experiencing DBML), visiting governmental hospital ( households 

that visit government hospitals due to fever may have a higher chance 

of experiencing DBML), visiting private hospital (households that 

visit private hospitals due to diarrhea from children may have higher 

chance of experiencing DBML). Immediate factors included recent 

disease outbreak (households in which children experience diarrhea 

or fever may have a higher chance of experiencing DBML).  

Through this study, policy makers may develop health and 

nutritional education programs to promote healthy eating habits and 

physical activity for residents living in urban environment. It is also 

necessary to create an environment for healthy living. In addition, 

efforts should be made to reduce the child stunting rate, which is one 

of the causes of double burden of malnutrition by improving rural 

living conditions and employment (Mahmudiono, Nindya, Andrias, 

Megatsari, & Rosenkranz, 2018). Various efforts will be needed such 

as making a system to allow female students to complete their studies 

in order to enhance the human rights of women in Pakistan, which are 

seriously lacking. Furthermore, efficient campaigns such as 

education and counseling will be needed to raise breastfeeding rate, 

which is one of the factors associated with DBML. As 16 percent of 

Pakistan’s children die from diarrhea, which is one of the factors of 

DBML, the government needs to come up with an effective polic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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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kle the problem by not only providing safe drinking water and 

enhancing hygiene but also developing new health intervention such 

as the rotavirus immunization. The program also needs to help to 

train health workers, especially at the community level (WHO, 2017). 

Therefore, in order to alleviate the double burden of 

malnutrition in Pakistan, it is necessary to fully understand regional 

characteristics of Pakistan as well as socioeconomic factors of 

families, and to modify current policies and programs of child stunting 

and maternal obesity. This study thoroughly explores only a single 

nation in South Asia by setting covariates to fit the regional context. 

Significantly, a detailed analysis was made to compare the existing 

cross-country comparative study of double burden of malnutrition. 

In the subsequent studies, an effort should be made to 

reconstruct the missing variables through alternative variables to 

verify that factors associated with the double burden of malnutrition 

in same household in Pakistan from this study are actually significant. 

Furthermore, qualitative and mixed studies such as focus group 

should be conducted. 

 

Keywords: double burden of malnutrition, maternal obesity, stunting, 

DHS, Pakistan, South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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