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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주요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비만율의 지속적 증가와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우리나라에서는 비만이 점차 중요한 보건학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효과적인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및
전략 개발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국내 비만예방 및 관리
정책은 주로 개인의 행동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그 효과가 제
한적이었다.
비만은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개인적인 요인들 외에도 환경적 요인
들이 개인의 식생활과 신체활동 실천에 영향을 미쳐 비만으로 이어지
는 과정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
적으로 급증하는 비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차원의 요인을 함께
고려한 접근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합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다양한 차원의 요
인들이 비만과 비만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을 다각도로
탐색 해 보고자 하였다. 포토보이스 연구를 통해 비만 경험이 있는
개인의 비만예방과 관리에 대한 인식과 노력의 실천 과정에 대해 심
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수준분석 모형
을 구성하여 개인의 비만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개인적 요
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포토보이스 연구는 서울시에서 최근 5년 평균 비만율이 가장 높거
나 낮은 2개 구에 1년 이상 거주한 20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들 중
최근 2년 이내 비만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는 남녀 참가자를 모집하
여, 총 29명(남 13인, 여 16인)의 참가자와 함께 진행하였다.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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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서 비만예방과 관리 경험에 대한 4가지 주제에 대하여 각 3장
씩의 사진과 설명문을 수집하였고, 총 348장의 사진과 설명문에 대한
1차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포커스그룹을 실시하여 주제에 대한 공통
이해와 제안점을 도출하였다.
포토보이스 연구 결과, 연구 참가자들은 모두 비만예방과 관리가 반
드시 해야 하는 노력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목적은 자신의 건
강이나 성취감의 달성을 위함이기도 했지만,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나 사회적으로 선호하고 기대되는 외모를 가지기 위해서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비만예방과 관리 노력의 실천을 위해서는 일상 속에
서 자연스럽게 신체활동과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중
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까이에서 적은 비용으로 쉽고 편하게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시간을 할애하지 않더라도 일상 속에서
신체활동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의 실천이 가능한 환경이 중요하게 도
출되었다. 한편 식생활과 관련해서는 건강한 식재료로 집에서 만든
식사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러한 실천이 어려운 식환
경과 술자리나 고열량 식품의 섭취 기회가 많은 식문화, 최근 점차
증가하고 있는 먹거리 유혹에의 노출 기회 증가 등 현실적 제약이 많
으므로 기존의 식습관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쉽지 않음을 강조하
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이와 같은 주변 환경의 영향은 단기간
에 변화되거나 개인적인 노력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비만예
방과 관리 노력의 책임을 본인의 의지로 돌리고 스스로 환경의 제약
을 극복하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실천 과
정에서의 신체적․심리적 변화나 주변 인식의 변화, 함께 하는 사람들
로부터의 지지와 보상 등을 통해 실천 동기를 강화하고, 믿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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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실천할 수 있는 정보와 자신의 생활습관을 돌아볼 수 있는 삶의
여유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2011, 2012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와 각종 지역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다수준분석 모형을 구성하고 성인의 비만 경험에 대한 영향
요인을 확인한 결과, 시군구 단위로 측정한 지역 수준의 환경적 요인
들 중에서는 주로 환경에 대한 주관적 인식 변수들이 개인의 비만 경
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안전수준이나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운동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지역
에 거주하는 주민들일수록 비만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포토보이스 연구 결과를 통해 지역사회보다 하위 수준의 사회
적 관계나 제도적 환경이 개인의 비만 관련 경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는 청
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 수준의 변수들을 함께 고려
한 다수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학교의 제도적 환경은 청소
년들의 비만 관련 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탄산음료를 자주 마시고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이 학생일수록 비만인 경우가 많았고, 주 당 체육
시간이 많은 학교의 학생일수록 비만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효과적인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실제로 대상자들의 노
력을 촉진할 수 있는 요인들을 확인하여 이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것
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포토보이스 방법론을 적용하여 대
상자들의 인식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주관적 환경 인식에 대
한 변수들을 추가한 다수준분석을 실시하여 다차원 요인들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비만의 예방과 관리에는 개인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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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습관 실천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가능하게 해 주는 환경과 제도
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객관적인 수준에서 측정한 물리적
인 환경보다는 개인이 인지하는 주변 환경이 개인의 비만과 비만관리
행동 경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다양한 차원의 환경적 특성과 맥락을 반영하여 보다 수용성
과 효과성이 높은 중재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비만이라는
건강 문제와 건강한 적정체중 유지를 위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문제 해결의 책임에 개인만의 노력이 아닌
사회적․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
을 것이다.

주요어 : 비만, 비만예방, 비만관리, 통합연구방법론,
다수준분석, 포토보이스
학 번 : 2009-30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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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비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중요한 건강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비만을 21세기 신종 전염
병으로 선포하였고(2000), 지난 2008년 기준 세계 비만 인구는 총 14
억 명에 달하고 매 년 약 280만 명이 비만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하
는 등 점차 그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주로 북
미지역의 건강문제로 제기되었던 비만은 더 이상 특정 선진국만의 문
제가 아닌 세계적인 문제이며, 현재 65% 이상의 국가에서 비만은 저
체중보다 훨씬 심각한 건강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WHO,
2012).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0여 년 간 성인의 비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였고, 아동과 청소년의 비만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2년 국
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 전체 성인인구 중 체질량지
수(BMI)가 25 이상인 인구의 비율은 1998년 약 25.8% 였던 데 비해
2012년에는 32.8%까지 증가하였으며(보건복지부, 2013), 아동과 청소
년의 2013년 비만율은 15.3%로 1998년의 5.8%에 비해 급격히 증가
하였다(통계청, 2014). 또한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빅데
이터 1억 여 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도비만율(BMI 30 이상)과
초고도비만율(BMI 35 이상)이 지난 10년 간 각 1.7배, 2.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인 비만율의 증가보다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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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은 고혈압과 심혈관질환, 당뇨병 등 다양한 만성질환의 발생과
이로 인한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아시아인
의 경우 서구에 비해 체중이나 복부둘레가 낮아도 만성질환 발생 위
험을 증가시키는 체내 지방의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이 있어 비만이 초
래하는 건강문제의 위험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Chan, 2006;
Patel, 2006). 이로 인해 비만은 의료이용과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
는(윤난희, 2013) 등 국가의 사회경제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비만과 관련된 질병에 지출되는 직접 비용이 총 국민의
료비 지출의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WHO, 2000),
우리나라 국민의 비만 관련 질병 23개에 대한 총 진료비 지출 규모는
2011년 기준 12조 638억 원으로 2007년에 비해 5년 간 45.1% 증가
하였고,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규모도 2011년 기준 2조 1,105억 원으
로 2007년에 비해 40.5% 증가하였다(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2).
또한 비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함께 마른 체형을 강조하
는 인식의 증가로 건강을 위한 적정체중의 유지 보다는 미(美)를 추구
하기 위한 체중조절을 시도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배남규,
2009). 특히 자신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하고 무리한 체
중조절 방법의 시도는 체중증가와 감소의 반복적인 악순환과 그로 인
한 빈혈, 기초대사량 감소, 월경불순, 골다공증, 식이장애 등의 신체
적 문제(김미라, 2008)와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그로
인한 우울증 등의 심리적인 문제(최부영, 2008; 김옥수, 2000) 등 2차
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비만이 중요한 보건학적 문제로 부각됨
에 따라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과 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고 있으며, 효과적인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및 전략 개발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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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존의 국내 건강증진정책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비만 관련 정
책이나 사업들은 주로 개인의 행동 개선을 통한 예방 및 관리에 초점
이 맞추어져 있었다(김혜련, 2011). 다양한 차원의 요인들이 비만 발
생에 영향을 미치므로 여러 부문이 협력하는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
는 것이 여러 선진국이나 국제기구의 비만예방 전략에서 강조되고 있
으나 우리나라는 여러 사업 주체들이 산발적으로 각기 사업을 전개하
고 있어 비만의 예방과 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자원이 중복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타 건강증진 영역의 사업들에 비해 체계적인 접근도
부족했다. 지난 2005년 ‘국가비만관리종합대책(안)’ 이 발표되었다(보
건복지부, 2005).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한 식생활 개선과 신체활동의
활성화, 비만 관련 의료적 접근의 지침 제시, 전략적 홍보 추진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종합대책으로, 이에 따라 각 보건소에 비
만클리닉을 설치하여 지자체 비만관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
이 있었으나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비만율의 변화 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인식
되고 있는 비만 문제가 무엇인지, 비만예방과 관리의 실천에 어려운
점은 무엇이며 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지 등에 대
해서는 충분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비만예방
및 관리 정책의 마련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비만 발생과 비만
예방 및 관리 행동의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그 과정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최근 비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보건학을 포함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비만과 관련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보건학 분야
에서 수행된 비만 연구는 개인의 유전적 요인이나 건강행동 실천 등
의 개인적 특성과 비만의 관계를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개인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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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통합적 관점에서 다양한 차원의 요인들을 함
께 고려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비만과 환경적 요인들의 영향을
살펴 본 연구들도 주로 소규모의 개별 연구로 수행된 연구가 많았고,
대표성 있는 대규모의 표본 자료를 이용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배남
규, 2009; 탁양주, 2004). 또한 이러한 연구에서 주목하는 요인들은
주로 물리적 환경요인에 그치고 있었으며, 대부분 북미 지역을 중심
으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의 지표를 활용하여 그 영향력을 측정하고
있다.
비만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보건학적 문제임과 동시에
심리적이나 문화적으로도 다양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복잡한 사회적
인 문제이기도 하다. 동일한 요인이라도 환경이나 맥락적 상황에 따
라 각 요인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
서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전략 마련을 위해서는
비만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나 과정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주로 특정 요인과 비만과의 관계를 개별적인
관점에서 밝히고자 하는 기존의 연구 결과만으로는 이와 같은 맥락적
이해가 어렵다.
따라서 ‘비만’ 이라는 현상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
를 바탕으로, 개인이 비만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실제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며, 그 노력의 과정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요인과 과
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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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통합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비만 경험과 비만예방 및 관리 행동의 실천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과 그 과정을 다각도로 탐색해보고자 한다. 개인의 비만 경험과
비만관리 행동의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차원의 요인들을 분석
하고, 각 요인들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맥락과 과정에 대해 실제
대상자들의 인식과 경험을 통해 심층적으로 탐색한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국가 비만예방 및 관리 정책을 제안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만 경험이 있는 개인의 비만예방과 관리 실천 과정에서의
경험과 그 경험이 나타나는 맥락과 과정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한
다. 비만 경험이 있는 개인들이 비만과 비만예방 및 관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인식을 확인하고,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해 어
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질적연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성인과 청소년의 비만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차원의
요인들을 분석한다. 질적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된 요인들이 실제로
개인의 비만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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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해서 탐색하고, 양적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한다.
셋째, 보다 효과적인 비만예방 및 관리 전략 개발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노력의 방향을 모색한다.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결과를 통합
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맥락적 특성을 반
영하고 개개인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만예방
및 관리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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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 고찰

1. 비만의 영향요인

비만의 결정요인이나 예방 및 관리 전략 등에 관련된 연구는 주로
비만이 가장 먼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
게 진행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비만은 에너지 칼로리 섭취와 소비 사
이의 불균형으로 체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되어 발생한 것으로 설명된
다. 이는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식습관, 신체활동
등의 건강생활습관을 비롯하여 심리적인 요인, 사회 환경적인 요인
등 매우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 복합적인 문제
로 알려져 있다(Hey, 2004; Sherwood, 2000).

1)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
초기 비만 연구는 주로 비만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요인
들에 초점을 맞추어 그 연관성을 밝히려는 경우가 많았다(표 1). 비만
은 에너지 섭취와 소비의 불균형에 의해 나타나는 생물학적 반응으
로, 개인의 유전적 요인(Davison, 2001; Egger, 1997)과 성별, 연령
등에 따라(Ruxton, 2004; WHO, 2000)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비만은 개인의 다양한 건강행동의 결과로 나
타나는 결과이지만, 특히 개인의 에너지 섭취 및 소비의 균형을 유지
하는 핵심 요소인 식습관과 신체활동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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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표 1. 비만의 개인적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
영향요인

주요 변수

대표 선행연구

인구학적
특성

성별, 연령, 유전적
요인 등

Ruxton(2004), Davison(2001),
Egger(1997) 등

건강행동
실천

식습관, 신체활동 등

Ebbeling(2002), Ludwig(2001),
Guillaume(1998) 등

사회경제적 소득수준, 학력, 직업 McMurray(2000), Martikainen(1999),
특성
등
Sundquist(1999) 등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삶의 만족
요인
도 등

Schwartz(2003),Kumanyika(2002),
Cullen(2001) 등

고열량 음식이나(Davison, 2001; Guillaume, 1998) 탄산음료 등
당류 함량이 높은 음식(Ludwig, 2001)을 선호하는 식습관이 과도한
지방과 에너지 섭취를 초래하여 비만 발생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반면, 과일과 채소 섭취는 건강한 체중 관리를 촉진시키고 비만의 위
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예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olls, 2006; Goss, 2005). 신체활동과 비만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 결과에서는 일반적으로 신체활동이 부족할수록 비만의 발생 위
험이 높은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Janssen, 2005; Ebbeling, 2002;
Davison, 2001), 좌식생활 습관이 비만의 더 중요한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연구도 있다(Francis, 2006; IOM, 2005; Lowry,
2002; Davison, 2001).
개인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비만 간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도 많이
수행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비만이 증가
하는

양상을

보이는데(McMurray,

2000;

Martikainen,

1999;

Sundquist, 1999), 이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 열량이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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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수준은 낮은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식품을 주로 섭취한다거나 규
칙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의 접근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
이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수준과 비만 간의 관계는 국가에 따라 상이
한 결과를 찾아볼 수 있다. 주로 선진국에서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
을수록 비만 발생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비만 발생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
다(김미영, 2012; Khang, 2005).
또한 비만 발생은 스트레스나 불안감, 신체상 불만족이나 낮은 자존
감 등 심리적인 요인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Schwartz, 2003; Ebbeling, 2002; Kumanyika, 2002), 연령이나 성
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이 사회경제적 요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나 심리적 영향요인에는 사회적 지지가 완화 및 억
제의 방어 기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개인의 식습관 및 신체
활동을 비롯한 건강행동 실천에도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이
사회적 맥락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 비
만의 경우 가족 간의 상호작용이나 또래의 역할모델, 규범적 신념 등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밝혀져 있다(Gable, 2007;
Cullen, 2001; Strauss, 2001).
개인적 요인인 연령과 성별 등에 따른 비만 발생의 차이는 이와 같
이 유전적 요인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개
인을 둘러싼 환경과 제도적인 요인에서 나타나는 차이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사회경제적 특성 역시 지역이나 제도적 특성
과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Kahn, 1998; Ellaway,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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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이에 2000년대 이후 비만 연구의 흐름은 개인적인 요인을 넘어서
개인의 비만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주목
하기 시작하였다(Feng, 2010; Hill, 1998). 즉, 비만예방을 위한 건강
한 식습관과 신체활동의 실천은 단지 개인의 선택만을 통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차원의 환경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개인적인 요인만으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비만인구 증가의 엄청난 속도와 규모
를 모두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Glanz, 2008, Huang,
2008), 환경적 요인의 영향력을 밝히기 위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해
오고 있다(표 2).
표 2. 비만의 환경적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
영향요인 주요 변수

대표 선행연구

식습관
패스트푸드점 밀집도,
관련 환경 과일․채소류 접근성 등

Vogli(2011), Casey(2008),
Mehta(2008) 등

신체활동 보행성, 토지 이용 다양 Feng(2010), Saelens(2009),
관련 환경 성, 운동시설 접근성 등 Frank(2008) 등
사회경제 소득불평등지수, 빈곤
적 환경 률, 범죄율 등
정책적
환경

Singh(2008), Nelson(2006),
Gomez(2004) 등

비만 유발식품 세금 부 Smith(2010), Sallis(2006),
과, 광고 규제정책 등 Egger(1997) 등

특히 비만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생활
습관인 신체활동이나 식생활 실천과 관련된 지역 내 물리적 환경
(Built Environment; 건조환경)과 비만 발생과의 연관성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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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인구밀도와 거주지역의 밀집도, 토지 이용의 다양성, 대중
교통 편의성, 자전거 도로 설치 여부, 관련 시설 접근성 등의 지역적
특성은 지역 주민의 신체활동 실천을 중심으로 비만관리 행동의 실천
에 영향을 미쳐 비만율의 차이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Feng, 2010). 사람들이 편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정도를 나타
내는 척도인 ‘보행친화도(walkability)’를 비롯해서 걷기와 관련된 지
역사회의 환경과 비만 간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들
의 결과에 따르면, 주택지 밀집도가 크고, 거리 간 도보 이동이 용이
하며, 용지 활용이 걷기를 실천하기에 유리한 지역일수록 비만 인구
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Saelens, 2009; Frank, 2008; Sallis,
2006). 반면 단일한 목적의 토지 이용과 저밀도 개발, 비연속적 보행
환경 등의 환경은 자가용 이동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켜 개인의 비만
과 비만관리 행동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Lopez-Zetina, 2005).
식음료 구입 등 개인의 식습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요인
들에 대한 연구도 다양한 측면에서 시도되어 왔다. 패스트푸드점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비만율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상대
적으로 더 높고(Vogli, 2011; Reidpath, 2002), 다른 일반 식음료 판
매점과의 구성 비율을 고려한 상대적 밀집도에 따라서도 패스트푸드
점의 분포는 지역의 비만율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적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이러한 지역의 환경은 여전히 개인의 비만 발생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Mehta, 2008). 또한 이와 반대로 채소나 과
일을 구입하고 섭취할 수 있는 장소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의 경우 비
만율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Casey, 2008). 이러한 선행연구들
의 결과는 외식 빈도가 점차 높아지는 현대사회에서 지역 내 식음료
판매점의 분포와 접근성 등이 개인이 선택 가능한 식품을 결정지어
비만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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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 요인들 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동료 등 대인관계 수준에서의 영향요인과 개인의 생활터(setting)인
직장이나 학교 등과 같은 특정 제도적 환경 내에서 건강행동 변화를
촉진시키거나 저해할 수 있는 조직의 특성은 개인의 비만 발생과 비
만관리 행동의 실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되므로 학교의 환경 특성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Davison, 2001). 학교급식의 식단 구성에 따라 지방의 섭취량이나
과일과 채소의 하루 섭취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Hearn, 1998;
Luepker, 1996), 매점에서 판매하는 간식의 종류나 탄산음료 자판기
등도 학생들의 고열량 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비만 발생에 영향
을 미치게 된다(Hey, 2004). 또한 학교의 체육 수업시간 시수는 학생
들의 신체활동 실천 빈도와 신체활동량에 영향을 주므로 체육 수업시
간이 많을수록 비만 발생위험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Veugeler, 2005; Gordon-Larsen, 2000).
한편 보다 상위 차원의 국가나 지역의 정책적 요인도 다양한 개인
적, 환경적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건강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최근에는 특정 제도적 환경을 넘어서 주(state)나
카운티(county) 단위의 지역사회, 나아가서는 국가 단위의 다양한 특
성들과 비만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연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Feng, 2010).
미국의 50개 주(state) 단위의 소득불평등지수와 빈곤률, 범죄율 등
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Singh(2008)의
연구에 의하면, 소득불평등 정도가 크고 빈곤률과 범죄율이 높은 지
역일수록 비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율은 지역사회의 안전
수준을 대리하는 지표로 개인의 비만관리 행동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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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요인으로 여러 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Nelson, 2006;
Gomez, 2004; Gordon-Larsen, 2000). 특히 다수준분석을 통해 다
양한 개인적 요인을 모두 통제한 후에도 이와 같은 지역의 사회경제
적 특성은 개인의 비만 발생위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러한 지역의 환경적 요인은 개인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
한 시설(운동시설, 공원, 운동장 등)의 접근성, 도보나 자전거 이동이
가능한 교통 환경, 건강한 식음료 섭취가 가능한 환경, 광고에의 노출
등에 영향을 미쳐 개인의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정책적으로 설탕 함량이 높은 고열량 음료에 대한 세금 부과
가 당류 함량이 높은 식품의 소비를 낮추고 비만 발생률을 낮추었던
것으로 실증자료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고(Smith, 2010). 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의 소비를 제한하거나 TV 광고를 규제하는 것이나 신체활
동 증진을 위한 조례로 자전거 도로나 산책로 설치기금을 지원하는
것도 비만율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allis, 2006).
Egger(1997)는 개인의 식습관과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시환경과 미시환경의 요인들을 물리적․경제적․사회문화적 환경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물리적 환경요인으로 국가의 식품관
련 법률이나 규제 등이 가정이나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 주변 환경
의 식품 공급에 영향을 미쳐 개인의 식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고, 특
정 식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나 보조금, 시장 가격 등의 거시 경제적
환경 요인은 개인이나 가정, 지역사회의 식품 선택 및 소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식품 광고나 사회적 규범 등과 같은 거시 사회문
화적 환경이나 가족이나 동료의 식습관 등과 같은 미시 사회문화적
환경도 개인의 식습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비만은 다양한 수준의 환경적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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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생물학과 사회 변화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2. 다차원적 환경 요인과 비만관리 행동의 실천

세계비만위원회(The International Obesity Task Force; IOTF)는
비만예방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자 비만의
결정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생태학적 모형(Causal Web)을 개발하였다
(그림 1). 이에 따르면 비만은 최근 수 십 년 동안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물리적 환경의 변화가 누적되어 인구집단과 개인에 영향을
초래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개인 수준에서 비만을 예방하거나 관
리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식생활 및 신체활동과 관련된 행동의 실
천에는 가정이나 직장. 학교와 같은 생활터의 환경과 이를 넘어서 지
역사회, 국가, 국제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의 환경적 요인
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있다는 것을 각 요인들 간의 복잡한 관
계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이 모형은 전 세계적인 건강 문제인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 다차원
적 접근방법을 개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첫 단계가 되었다. IOTF는
비만예방을 위한 행동 전략을 제시하며 인구 집단의 식생활과 신체활
동을 포함한 개인적 수준의 요인과 국가와 지역, 지역사회 등 다양한
수준에서의 포괄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비만예방
및 관리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 14 -

행동 변화를 촉진하고 지지하기 위한 환경적, 사회적 중재가 필수적
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신체활동 영역에 여가 및 일상생활에서의 운
동과 활동을 모두 포함시켜야 하고, 개인의 식습관과 신체활동, 비만
수준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의 지속성이 중
요하다고 하였다(Kumanyika, 2002).

그림 1. IOTF의 비만 결정요인에 대한 생태학적 모형 (Causal Web)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전략을 제시한 WHO의 보고서(2008)
‘Global Strategy on Diet, Physical Activity and Health’ 에서도
사회생태학적 관점에 따른 포괄적인 접근 전략을 강조하였다. 비만예
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개발할 때는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강
행동은 증가시키고 비만을 유발하는 건강 위해 행동은 감소시키면서
사회의 규범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WHO에서는 건
강 위해 행동을 감소시키는 책임을 개인에서 정부와 보건당국으로의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비만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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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다양한 생활터(setting), 다수준적
중재, 정부의 지침과 기금 등의 고려가 집단 수준에서의 정책 효과와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김기랑, 2011).

그림 2. 비만예방 및 관리 전략의 WHO 모형 적용 (Sacks, 2008)
이 보고서에 따르면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전략은 크게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눌 수 있다(그림 2). 첫 번째 ‘상위수준 접근
(upstream approach)’은 개인의 건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의 요인을 모두 고려하는 사회생태학적
접근을 의미하고, 두 번째 ‘중위수준 접근(midstream approach)’은
개인의 건강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재적 접근을 의미하며,
세 번째 ‘하위수준 접근(downstream approach)’은 보건의료 서비스
와 임상적 중재 전략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 가지 수준의 접근방법
중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공중보건학적 접근 전략은 ‘상위수준’의
접근 정책인 사회생태학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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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건강증진 사업, 특히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전략 개
발 시 사회생태학적 모형으로의 접근이 점차 증가하면서 지역의 물리
사회적 환경과 정책 등의 다양한 환경 요인이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
한 바람직한 식습관이나 신체활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진행되어 왔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로 앞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다양한 수준
에서 작용하는 다양한 요인들이나 각 영향요인들 간의 상호작용들 보
다는 단순히 각 단계에서의 영향요인들 만을 탐색한 경우가 많았다
(Huang, 2009). 이에 Glass 와 McAtee(2006)의 연구에서는 비만예
방을 위해 복잡하게 상호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들에 대해 시스
템을

기반으로

한

다수준적

접근

모형인

‘Systems-Oriented,

Multilevel Framework’을 제시하였다(그림 3).
이 모형에서 가로축은 시간을 의미하는데 개인 수준에서는 생애주
기를 의미하고, 사회 수준에서는 사회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
며, 세로축은 시스템 내에서 나타나는 위계를 표현한 것으로 생물학
적․사회적․환경적 영향요인들이 이에 포함된다. 이렇게 교차되는 다수
준의 시스템 내에서 개인의 행동에 따른 건강 결과 뿐 아니라 생물학
적․사회환경적 요인들에 의한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 모형의 기본 가정은 ‘개인은 자신의 선호와 태도에 따라 행동을
결정한다’ 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개인의 행동도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요인들에 의해 다양한 차원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식품을 선택할 때 개인의 선호도가 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개인이 식품을 선택하게 되는 과정에는 식품의 가
격과 그 식품이 가지는 문화적 의미, 식품의 가용성, 특정 식품에 대
한 생물학적 반응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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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한
Systems-Oriented, Multilevel Framework (Glass & McAtee, 2006)
이렇게 다수준의 복합적인 영향요인들에 따라 개인의 행동과 비만
발생이 결정된다는 ‘다중종속 연결 체계 (multiply-dependent and
interlocking systems)’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단 하나의 원인으로 비만이 발생하기는 쉽지 않다.
② 체중 증가에는 다양한 수준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③ 특정 요인의 작은 변화도 체중 증가에 비선형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④ 사회환경적 요인과 생물학적 과정이 개인의 행동에 복합적으로 영
향을 미친다.
또한 개인 수준에서 정책 수준까지 비만 관련 행동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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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차원적인 요인들을 ‘risk regulators’ 로 규정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① 문화적 규범(cultural norms)
② 사회 네트워크(social networks)
③ 지역 내 식품의 이용가능성(local food availability)
④ 식품 가격과 세금(food prices and taxes)
⑤ 신체활동 시설(physical activity amenities)
⑥ 심리적 스트레스(psychosocial stress)
⑦ 경제적 불안(economic insecurity)
이러한 요인들은 각 단계에서 ‘bridging structures’ 로서의 역할
을 수행하여 개인의 행동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모형
의 특성이 전통적인 병인론에서는 명확하지 않게 보일 수 있으나 환
경적인 요인의 영향력을 중시하는 기존의 사회생태학 모형에서 무엇
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지, 핵심 요인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최적
의 중재 프로그램은 어떤 점에 개입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해 명확하
게 밝혀져 있지 않다고 지적받는 ‘lack of clarity’ 를 극복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한 신체활동과 식생활 실천에 대해 생태학적
관점으로 접근한 Booth(2001)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건강행동이 개인
과 그들을 둘러싼 여러 환경 간의 상호작용 안에서 발생한다고 보았
으며, 그 영향요인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심리생물학적, 문화적, 사
회적, 환경적 인지 변수들까지 위계적으로 제시하였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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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신체활동과 식습관 실천에 대한 체계 모형의 적용 (Booth, 2001)
첫 번째 ‘행동적 요인’은 행동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
로 볼 수 있고, 이는 두 번째 ‘미시 환경적 요인’의 직접적인 통제 하
에서 나타나며, 미시 환경적 요인은 행동 요인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레점(leverage point)’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면 음식점에
서 파는 음식은 전적으로 음식점 주인에 의해서 통제되며 학교 정책
과 실무는 학교 행정가들에 의해서 관리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 ‘거시
환경적 요인’은 일반적으로 정책과 규정을 통해 한 가지 이상의 행동
환경적 요인들에 잠재적이기는 하지만 매우 강력한 통제를 간접적으
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집에서 간식거리를 얼마나 쉽게 찾을
수 있는지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족 구성원이 되지
만, 식품점, 식품 생산자, 홍보 정책, 건강 뉴스, 건강관리 환경에 영
향을 미치는 정책 등이 모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환경과 식생활 실천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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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적용해 보면, 각 요인들의 변화 가능성
이나 영향력에 따라 해결 전략 구상의 우선순위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표 3).

표 3. 지역사회 환경과 식생활 실천과의 관련성 예시 (Booth,2001; 재구성)
변화 영향
가능성 력
보통

지레점
요인

행동의 환경

내용

큼

가족

가정

집에서 구입하는 식품 종류

어려움 큼

가족

가정

식품 준비 및 저장 시설

슈퍼마켓,
편의점등

식음료 판매점

건강한 식품의 진열 방식
상점 내 할인 및 홍보 행사

보통

작음
보통

어려움 작음

식품 산업 식음료 판매점 건강한 식품의 포장 방식

보통

큼

식품 산업 식음료 판매점 식품 포장 용량 및 단위

보통

작음

식품 산업 식당

영양성분 정보 표시

쉬움

작음

고용주

사업장

영양 교육 프로그램

보통

보통

교육당국

학교

영양 교육 프로그램

보통

작음

시 정부

공공 운동시설 자판기, 식수대 설치

시 정부

지역사회

어려움 큼

패스트푸드점

이와 같이 비만관리 행동의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과정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양적
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분석으로, 기존에 설정한 변수들 외의 추
가적인 요인들을 고려하기 어렵고 충분한 맥락이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어떠한 요인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개
인의 비만관리 행동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질적연구의 접근이 이루어졌다.
Corti(1998)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다른 지역 간의 걷기 실천율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회생태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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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등 질적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지역사회 환경 요인이 신체활동
(걷기)에 미치는 인지된 영향력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그늘진 오
솔길 등 걷기 좋은 길이 가까이에 있는 지역, 교통량이 적은 지역, 공
공 운동시설이나 공원, 학교 운동장 등과 같은 공공장소가 가까운 지
역, 조경이 잘 갖추어져 있고 미관상 보기 좋은 지역 등이 실제로 걷
기를 실천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그림 5).

그림 5. 지역사회 환경과 걷기 실천의 관련성 (Corti, 1998)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신체활동과의 관련성이 밝혀져 있는 환경 요
인들을 Pikora(2003)는 크게 네 가지 유형의 요인으로 분류하였고,
이는 이후 환경요인을 측정하는 도구 개발 등의 연구에서도 널리 사
용되고 응용되었다(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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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신체활동 실천과 관련된 환경요인의 특성 (Pikora, 2003)
네 가지 유형의 환경적 특성 중 첫 번째, ‘Functional’ 은 지역 정
부의 기본적 구조적 관점을 반영하는 도로나 길의 물리적 특성으로
기본 구조적 특성들을 의미하며, 두 번째 ‘Safety’ 에 해당하는 특성
들은 환경의 안전성을 의미하고 교통안전과 개인적인 측면의 안전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교통안전의 경우, 사고를 줄이고 신체활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교통 환경을 정비하는 것으로, 횡단보도나 신
호등의 설치, 도로변과 도로 간의 경계의 안전장치 설치 등을 포함하
는 개념이다. 개인적인 측면의 안전은 심리적으로도 안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웃의 사람들, 혹은 동물들 등 거주민과의
관계, 조명 설치, 감시체계(CCTV 등)의 설치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활용된다. 세 번째 ‘Aesthetic’ 은 환경요인의 미학적, 미관상의 특성
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주변 환경이나 공원 등의 시
설이 깨끗하게 잘 유지되고, 나무나 꽃 등의 조경이 잘 가꾸어져 있
고, 오염을 방지하는 등 매력적인 환경일수록 신체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자연 경관이나 역사적 건축물 등이 잘 갖추어져 있
고 유지 보수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네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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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tination’ 은 특정 시설이나 환경에의 접근성을 의미하는 개념으
로, 공원이나 학교, 대중교통, 각종 상점 등 특정 시설이나 환경에의
접근이 용이하고, 특히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 내에 생활에 필요한
각종 시설이 갖춰져 있을수록 신체활동이 촉진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
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연구마다 그 영향력이
나 유의성의 변이가 클 수 있고, 특히 맥락이나 환경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환경과 맥락에 적합한 환경요인을 평가하고
그에 적절한 정책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객관적인 수준에서의 측정 지표 뿐 아니라 주관적인
인식도 중요하므로 이러한 다양한 맥락적 환경을 복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정 도구를 활용하고 해당 지역사회의 환경에 적
합한 지표를 선정하여 평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표 4).
표 4. 지역사회 환경과 신체활동의 관련성 평가를 위한 측정 도구 (Pikora, 2003)
측정도구 유형
Perceived
Measures

측정내용 및 방법
전화설문, 자가응답 설문지, 면접 등
- 개인이 여가, 토지이용, 교통 등의 다양한
영역의 환경에 대해 느끼는 접근성과 장애요인
객관적인 환경 평가 도구 (audits)

Observational
Measures

- 토지이용, 도로 및 교통, 보행도로,
자전거도로, 공공시설, 건축물 특성, 도로 및
주차공간, 유지 및 보수, 안전성, 소음 정도 등
기존 자료를 활용한 GIS 분석 등

Archival Data
Sets

- 인구 밀도, 토지이용 혼합도(land-use mix),
여가시설 접근성, 도로의 유형 및 특성 등과
같은 기존의 자료를 GIS에 기반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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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다차원적 환경 요인들이 개인의 식생활과 신체활동 실천
등 비만관리 행동의 실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과정도 맥락
이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개인의 행동은 개인의
신념 뿐 아니라 그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
로 환경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개인의 행동
을 변화시키기 위한 중재 전략을 수행할 때에도 환경적 요인을 함께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김영임,
2007).

3. 비만 관련 국내 연구 현황

국내에서도 비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비만과 관련된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되어 왔다. 보건학 분야에서 수행되어 온 기존의 연구
들은 대부분 개인적 특성과 비만 간의 관계를 밝히는 데에만 집중되
어 있었다. 비만은 단일 원인으로 발생하는 건강 결과가 아니라 다양
한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결과로, 생의학적 관
점에서 비만의 발생 원인을 밝히기 위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배
남규, 2009; 탁양주, 2004).
최근 비만과 환경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비만문제 해
결을 위한 다차원적 접근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면서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시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보건학적 관점보
다는 도시나 지역계획을 목적으로 도시 환경과 신체활동 실천 혹은
건강상태와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가 중심이 되고 있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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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학적 관점으로 환경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수행된 연구들은 대부분
소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거나 지역 단위의 분석으로 이루어
진 연구로 효과적인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거나
일반화하여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공간분석을 통해 비만율의 군집지역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권근용(2011)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만율의 지역적 분포는
유의한 군집현상을 보였으며, 지역박탈지수와 아침식사 결식률, 운동
시설 접근율 등의 특성이 지역의 비만율 군집현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Kim(2011)은 수도권 소재 19개 초등학교
의 5,6학년 학생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생태학
적 관점에서 아동의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수준분석을 통
해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개인적 요인들의 효과를 모두 통제한 후에
도 주당 체육시간이나 학교 내 운동시설 수 등 학교의 제도적 환경요
인은 학생들의 비만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2010)의 연구에서는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도시의 물리
적 환경요인들이 도시민들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도시의 환경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물리적 환경 변수들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녹지공간의 면적과 자전거도로 연장, 토지이용 혼합도,
패스트푸드점 수, 병상 수 등의 지역의 환경요인들이 지역의 비만율
과 개인의 비만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와 유사한 방법으로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경환 등(2007)
의 연구에서는 토지이용 혼합도와 근린공원, 하천 접근성 등 근린 단
위의 물리적 환경이 주민의 걷기 실천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
다.
이와 같이 비만과 환경적 요인들의 영향을 살펴 본 연구에서 주목
하고 있는 요인들은 주로 물리적 환경요인에 그치고 있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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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러한 물리적 환경요인들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지표들(예: 체육
시설 수, 공원면적 등) 만으로는 환경과 비만, 혹은 비만 관련 건강행
태와의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Brownson 등, 2009). 이는 환경요인의 영향력을 측정할 때 객관적
인 지표들과 실제로 개인이 환경에 대해서 가지는 주관적 인식이 미
치는 영향이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Ding 등, 2012). Gebel 등
(2011)의 연구에 따르면, 주변 근린환경이 객관적인 지표로 측정했을
때는 걷기에 유리한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그 환경을 걷기에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경우 실제로 걷기 실천률이 더 낮고 비만인 경
우도 더 많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비만 발생에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
으나 이는 측정 방법에서의 한계 등으로 인해 기존 연구에서는 충분
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대중교통이 발달 해 있고 주거 밀도와 토
지이용 혼합도가 높아 일반적으로 보행친화도(walkability)가 높은 지
역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이경환 외, 2007) 신체활동 실천율이 상대
적으로 낮고, 걷기 실천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비만율은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질병관리본부, 2012). 이에
실제로 이러한 지역의 환경요인들이 어떠한 인식과 경험 등의 맥락을
통해 개인의 비만예방․관리 행동 실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한편 비만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다양
하게 이루어져 왔으므로 국내에서도 주로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지표
를 활용하여 그 영향력을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히 환경적 특성은
맥락이나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변수 선정
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기존의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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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 비만율을 높이는 식생활과 관련된 환경적 특성으로 가
장 많이 지적되었던 요인 중 하나는 패스트푸드점의 분포이다. 미국
문화의 배경에서 패스트푸드는 가격이 저렴하여 서민들이 많이 이용
하지만 고열량 저영양 식품으로 대표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패스트푸드점의 분포는 주로 대도시나 지역
의 중심지역 주변으로 밀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시군구 단위 혹은
그 이하의 지역 단위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미국에서의 패스트푸드
점 분포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다. 이와 같이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활용하였던 변수들을 적용하기에 앞서 국내 상황이나 맥락을 반영할
수 있는 환경 요인들의 적합한 변수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
고 볼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만 경험과 비만관리 행동의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차원의 요인들을 다각도로 분석 해 보고, 각 요인들이
개인의 비만 관련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과 맥락에 대해 이해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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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모형 및 방법

1. 연구개요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과 청소년의 비만 발생과 비만관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통합연구방법론

(mixed methods research)을 이용해서 탐색하였다. 통합연구방법론
은 단일 연구 내에서 자료수집과 분석, 결과 통합 및 도출을 위해 양
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모두 활용하여 통합 혹은 혼합하여 이루어지
는 연구를 의미한다(Creswell, 2007). 두 연구방법론이 가진 한계점을
극복한 채 그것들이 가진 장점을 강화하여 연구문제에 대해 좀 더 온
전하고 광범위한 답변을 찾기 위한 시도로, 특히 보건 분야나 사회과
학 분야에서 양적연구나 질적연구 어느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이해하
기 어려운 사회의 복잡한 현상에 대하여 논하기에 불충분하고 부적합
한 경우 두 연구 방법론의 통합적 이해를 통해 연구 문제에 대하여
보다 통찰력 있고 광범위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유용하
다.
통합연구방법론은 연구 수행과정에서의 목적이나 방법 등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Creswell과 Plano(2007)가
제안한 방법은 자료 수집의 시기(timing), 보다 강조하여 중심이 되는
연구방법론(weighting), 자료 통합의 시기나 기능(mixing), 이론 제시
방향(theorizing)의 4가지 기준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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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통합연구방법 설계 시 고려사항 (Creswell, 2007)
Timing

Weighting

Mixing

No Sequence Concurrent

Equal

Integrating

Sequential –
Qualitative first

Qualitative

Connecting

Sequential –
Quantitative first

Quantitative

Embedding

Theorizing
Explicit

Implicit

이 유형 분류에서는 양적연구와 질적연구가 특정 접근 방법의 우선
순위 없이 동등한 가치로 수행되고 활용될 수 있는 ‘삼각화 설계
(triangulation design)’의 유형을 제시하였고, 이후 많은 연구에서
적용되었다. 특히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동시에 수집하고 각 자료
분석 결과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통합점 등을 찾고자 하는 ‘동시 삼
각화 설계(Concurrent Triangulation Strategy)’ 는 가장 익숙하고
흔하게 활용되는 통합연구방법론 설계 중 하나로, 동등한 가치를 부
여한 양적연구와 질적연구 방법론을 활용하여 특정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주로 두 가지 연구방법 간 약점을 보완하
고 강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되며, 결론이나 토론 부분
에서 각 자료의 결과를 통합하거나 비교하여 제시한다(side-by-side
integration).
일반적으로 양적연구는 사회현상의 구조를 밝히는데 적합하고 질적
연구는 과정을 밝히는데 적합한 방법(남궁근, 2010)으로 이해된다. 이
에 개인의 비만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차원의 요인들을 양적
자료의 실증분석을 통해 밝히고, 이러한 요인들이 개인의 비만 관련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과 맥락에 대해 질적 연구를 통해 이해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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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동시에 수집하고 각 자료 분석
결과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통합점 등을 찾고자 하는 ‘동시 삼각화
설계(Concurrent Triangulation Strategy)’ 에 따라 통합연구방법론
을 적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질적연구 방법론은 양적 자료의 분
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수 척도나 ‘예/아니오’ 식의 이분법적 구
분보다 개인이 속해있는 각 환경의 특성과 배경 및 맥락을 파악하는
데 유리한 연구방법이다. 따라서 양적연구를 통해 도출된 비만 관련
경험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이 개인의 신념과 인식, 행동 등에 영향
을 미치는 과정에 대해 질적연구를 통해 함께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
한 질적연구 결과를 통해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변수들을 구성
하여 양적연구 모형을 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에 활용한 양적 자료인 지역사회건강조사와 청소
년건강행태조사, 각 행정부처의 통계 자료는 2차 자료로 연구자가 직
접 수집한 자료가 아니므로 자료 수집 과정이 질적 자료와 동시에 이
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기존의 관련 선행 연구에서 고려하
고 있는 요인들 외에 대상자의 비만 관련 경험에 다양한 요인들이 실
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정과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2차
자료원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변수를 구축하고, 양적연구
의 분석 모형에 포함하고자 하였다.
또한 양적 자료의 분석 결과를 질적연구의 결과와 비교 해 보고,
자료 구성의 한계로 분석에 포함하지 못한 영향요인들에 대해서도 질
적연구 결과를 통해 이해하고 해석하여 비만과 비만관리 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과 그 과정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해보고자
하였다.
연구는 다음의 그림 7과 같이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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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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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만예방 및 관리 경험에 대한 포토보이스 연구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거나 현상의 특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공통된 경험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비만’ 이라는 공통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
상으로 그들의 비만과 관련된 경험과 다양한 현상에 대한 이해를 통
해 효과적인 비만예방 및 관리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특히 개인의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한 건강행동의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물리적 환경의 변화보다 실제로 지역 주
민들이 이러한 물리적 환경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
영향을 받는지에 더욱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Gomes, 2011; Panter,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만과 비만관리 행동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영향요인들을 도출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개인의 비만관리
행동의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과 과정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포토보이스(Photovoice)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였다.
포토보이스는 연구 참가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에 대해 연구자와 함
께 논의하는 과정을 통하여 개인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참
여적 실천 연구(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PAR)의 방법론으
로, 영향력과 효과가 강한 ‘사진’ 이라는 시각적 이미지의 수단을 통
해 지역사회의 요구를 파악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방법이다(Wang,
1997). 포토보이스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선정한 의제에 대한 사진
촬영과 논의를 통해 문제분석, 대안개발을 수행하고, 지역사회 구성원
들이 제시한 대안이 정책과 프로그램으로 구현되는 과정으로 구성된
다. 이 때 사진은 단순히 언어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연구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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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사고나 가치 등을 상징적 혹은 은유적으
로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하나의 장치로 활용된다. 연구에 참가하
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직접 사진을 촬영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공
유하는 과정을 통해 그들이 지역사회에 대해 알고 있는 전문 지식과
역량(local expertise)을 발휘할 수 있고,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수
립에 설득력이 강한 근거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Wang, 1998).
미국 콜로라도 주의 3개 지역에서 6년간 진행된 비만예방을 위한
영양 및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 ‘Healthy Eating, Active Living
(HEAL)’ 에서는 포토보이스 기법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과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함께 참여한 건강문제 해결과정을 진행하였다. 총 29명의
성인과 15명의 청소년들을 참가한 포토보이스 프로젝트를 통해 ① 안
전하고 걷기 편한 보도, ② 학교 및 주변 지역에서의 건강한 식품, ③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④ 안전하고 깨끗한 공원 환경의 4가지가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식습관과 신체활동 실천을 위해 중요한 주제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 내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으며, 6년의 프로젝트 종료 후 평가 과정에서도
활발하게 활용되었다(Kramer, 2010).
국내에서는 서울시 강남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걷기의 의미와 걷기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포토보이스 기법을 활용한 연구가 수행되
었다(김진희, 2011). 강남구 거주자 8인과 강남구 소재 직장 근로자 4
인이 참가하였고, 걷기의 의미와 걷기의 촉진 및 방해요인 등에 대해
직접 촬영한 사진을 바탕으로 연구진들과 토의를 통해 실천적 대안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걷기는 신체적 건강증진의 의미 뿐 아니라 정
서적이고 심리적으로도 큰 의미와 효과를 가진다는 점이 대상자들이
촬영한 사진과 그에 대한 설명을 통해 직접 표현되었다. 또한 실제로
대상자들의 걷기 실천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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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예시와 상황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걷기 실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걷기 좋은 환경의 조성 뿐 아니라 걷
고 싶은 여건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
을 도출하였고, 지역 내 건강증진 정책 전략 개발 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이와 같이 포토보이스 연구는 지역사회 변화의 과정이자 결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문제점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중요한 이해관계자들과 정보를 공유하여 이러한 결
과를 기반으로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 뿐 아니라 연구 수행과정에서 잠재적
해결방안도 함께 제안할 수 있어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변화 추진 과
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Powers, 2012).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질적연구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계량자료
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다차원의 요인들이 개인의 비만과 관련된 경험
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도출할 수 있
다. 또한 대상자들의 경험과 인식을 공유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
을 통해 비만예방 및 관리 행동의 실천을 돕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포토보이스 연구는 지역사회의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지역
변화를 추진하는 정책적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나 본 연구에서
는 포토보이스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비만예방 및 관리 행동 실천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문제와 맥락에 대한 확인까지만 수행하였다.
포토보이스 연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였다(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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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포토보이스 연구 수행 절차

1) 대상자 선정 및 모집
우리나라 비만 문제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더불어 성․연령별, 소
득․교육수준별, 생활터별 비만인구 분포의 불균형이 점차 심화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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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비만율이 높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비만관리 행동의 실천율도 상대적으로 낮아 비만문제에 취약
한 것으로 보이는 집단들 중 도시 내 20세 이상 성인들의 경우 국가
나 지역 단위로 적용되고 있는 비만과 관련된 정책적 개입이 미미한
집단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건강증진종
합계획 2020’ 에서도 이와 같은 불균형을 완화하고 비만 문제에 취약
한 대상들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개인적 특성과 물리․사회적 환경요인들
의 영향을 함께 반영하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선정하
고 모집하고자 하였다. 전국 25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지역사
회건강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비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비만예방․관리 행동의 실천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지역
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는 맥락과 배경을 확인하기 위하
여 서울시를 연구 지역으로 선정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서울시 내에서도 최근 5년 평균 비만율이 가장 높은 A구와 평균 비
만율이 가장 낮은 B구 두 지역을 연구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선정된 각 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20세 이상 65세 미만 성
인들 중 최근 2년 이내 병원이나 검진기관, 보건소 등을 통해 BMI 혹
은 허리둘레를 기준으로 비만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비만예방
및 관리 노력의 경험이 있는 남녀 각 6~8인의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1차 모집은 각 지역 보건소의 비만 클리닉이나 검진기관, 체중 조절
을 위한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한 공개모집으로 진행하였고, 눈덩이 표
집(Snowballing Sampling)을 통해 추가 대상자들을 모집하였다. 이
렇게 모집된 연구참여자는 총 29명으로, A구에 거주하는 20-40대 남
성 7인과 여성 8인, B구에 거주하는 20-40대 남성 6인과 여성 8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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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었다(표 6).
표 6. 포토보이스 연구 참가자 구성
A구
성별

여성

남성

B구

ID

연령

AF1

성별

ID

연령

20대

BF1

20대

AF2

40대

BF2

20대

AF3

30대

BF3

20대

AF4
AF5

40대
30대

BF4
BF5

30대
30대

AF6

40대

BF6

30대

AF7

40대

BF7

30대

AF8

40대

BF8

30대

AM1

20대

BM1

30대

AM2
AM3

20대
40대

BM2
BM3

20대
20대

AM4

40대

BM4

30대

AM5

30대

BM5

30대

AM6

30대

BM6

30대

AM7

20대

여성

남성

2) 대상자 교육 실시
포토보이스 연구 참가자로 선정된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
용, 포토보이스 진행 방식과 과정 등에 대해 소개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교육 시에는 사진 촬영 주제와 방법, 연구 진행방식 및
과정, 연구 윤리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자료를 제
공하였다. 대상자들에게 요구된 사진 촬영 주제는 그림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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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나에게 비만예방․관리란

이다.

② 생활 속에서 내가 비만예방․관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③ 생활 속에서 내가 비만예방․관리를 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
④ 생활 속에서 내가 비만예방․관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
그림 9. 사진 촬영 주제

3) 사진 촬영 및 제출
연구 참가자들은 교육 후 일상생활 내에서 약 2주간의 시간에 걸쳐
각 촬영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사진을 촬영하고, 각 주제에 대해 자
신이 촬영한 사진 중 가장 의미가 있고 자신의 생각을 잘 나타낸다고
판단되는 사진을 3장 씩 선택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SHOWeD 포토보이스 참여적 인터뷰 기법(Wallerstein, 1987)
에 따른 질문들을 일부 변형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제시하였고
(그림 10), 각 참가자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본인이 촬
영한 사진의 내용과 이유 등에 대하여 A4용지 1/2 분량의 설명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29명의 연구 참가자에게서 총 348장의 사진과
그에 대한 설명문을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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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SHOWeD 참여적 인터뷰 기법의 문항 구성

4) 1차 분석 실시
수집한 사진들과 참가자들이 작성한 설명문 자료에 대해 각 주제
별로 1차 분석을 실시하여 핵심어를 도출하였다. 주제 별로 참가자들
에게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공통된 핵심어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룹 토론을 진행하기 위한 시각적인 자료를 준비하였다(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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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포커스그룹 토론 자료 (예시)

5) 포커스그룹 진행
1차 분석 완료 후 각 지역 참가자들과 성별에 따라 각 1-2개 그룹
을 구성하여 포커스그룹을 진행하였다. 포커스그룹 진행 이전에 참가
자들이 제출한 사진들과 설명문 자료를 바탕으로 1차 분석한 결과를
각 참가자들과 함께 검토하고 확인하여 연구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본인 외의 다른 그룹 구성원들이 촬영한 사진
에 대해 각자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고 공통된 주제를 도출하여 이
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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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 분석 및 결과 종합
참가자들이 제출한 사진과 설명문의 내용, 개별면접과 그룹토의를
통해 수정되거나 추가 및 보완된 내용들을 종합하여 주제분석 방법
(thematic analysis)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Braun, 2006). 비만예방
과 관리 행동의 실천 경험과 그에 대한 영향요인과 맥락 및 과정 등
의 각 주제에 대해 의미 있는 내용들을 코딩(coding)하고, 도출된 코
드(code)들 중 유사한 현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개념들을 범주
화하여 범주(category)를 도출해가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이를 바탕으
로 의미 있는 주제(theme)를 도출하고 정리하였다.
질적 자료 분석 시에는 분석 과정에서의 타당도와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교차 분석을 권장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단일 연구자가 진행
한 연구로 교차 분석을 진행하기에 어려웠다. 따라서 연구자가 1차적
으로 자료 분석을 완료하여 정리된 범주와 주제를 도출한 후 원 자료
를 바탕으로 동일한 과정을 반복 실시하여 다시 도출한 범주와 주제
를 1차 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최종 범주와 주제를 정리하였다(표 7).
표 7. 주제분석 과정 (예시)
Theme

Category

Subcategory
적은 비용으로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가까이에서
집 안에서

신체활동량
늘리기

일상 중에
취미생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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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무료 운동시설
걷기
줄넘기
단지 내 운동시설
집 앞 한강공원
맨 손 운동
실내 운동기구
대중교통 출퇴근
계단 이용
구기종목
등산
운동모임
쇼핑
여행

3. 비만 경험에 대한 다수준분석

소아․청소년 비만율의 증가는 성인기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아 보건학적 관점에서 비만 문제의 해결에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제도적 환경과 관할 부처가 상이하여 성인기 비만과 함께
고려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따라서 비만 경험에 대한 다차원적 영향요인에 주목하고자 하는 연
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비만 경험의 영향요인에 대한 양적연구
를 성인과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개인 건강행동과 적합한
환경 요인들에 대한 고려를 위하여 성인을 대해서는 지역사회건강조
사 자료를 활용하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수준분석을 통해 개인적 요인과 환경
적 요인을 구분하여 비만과의 연관성을 밝히고자 히였다.
개인의 건강과 건강행동에는 개인이 속해 있는 제도적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환경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지역사회건
강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거주지역의
특성은 고려할 수 있으나 제도적 환경에 대한 변수들은 확인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제도적 환경의 영향을 보다 많이 받고 그 영향력을 보
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수준의 변수들
을 통해 제도적 환경의 영향력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1) 성인의 비만 경험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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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료원 및 변수 구성
본 연구는 지역사회건강조사 2011, 2012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 건강통계를 생산하여 근거 중
심의 보건사업 수행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간 비교가 가능한 보건
사업 통합평가지표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매 년 전국
253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다. 조사는 1개 표본지점 당 평균 5개
의 표본가구를 선정하여 만 19세 이상 성인 가구원 전수를 대상으로
1:1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개인조사와 가
구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조사는 흡연, 음주 등의 건강행태, 건
강검진 및 예방접종, 이환, 의료이용, 사고 및 중독(손상), 활동제한
및 삶의 질, 보건기관 이용, 교육 및 경제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구조사는 가구소득, 거주형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자료는 전
국 253개 시군구 단위의 개인 자료 활용이 가능하며 지역 단위의 다
양한 행정지표들을 함께 변수로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통계청 등의 다양한 지역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변수를
구성하고, 성인의 비만 경험과 연관된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구분하여 그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성인의 비만 경험에 대한 영향요인을 살펴보는 다수준분석의 종속
변수는 ‘비만 여부’ 으로, 각 응답자의 체질량지수(BMI = 체중(kg)/
[신장(m)2])를 산출하여 체질량지수가 25 이상인 경우를 비만으로 정
의하였다. 비만의 진단 기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다. 체질량지수 25 이상의 비만 정의는 국내 비만율 통계를
산출하는 기준으로 대부분 지역 비만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진단 기
준이 되기도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해당 기준을 사용하여 비만을 정
의하였다. 그러나 현재 비만을 진단하는 국제 기준은 체질량지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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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체형의 변화와 함께 비만율 진
단 기준 수정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체질
량지수 30을 기준으로 비만을 정의한 추가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의
차이를 확인 해 보고자 하였다.
독립변수는 비만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개인요인들
을 개인수준의 변수(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수준 및 건강행동)로 포
함하고, 잠재적인 환경요인들을 시군구 단위 지역 수준의 변수(경제적
환경,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로 포함하였다. 특히 객관적으로 측
정 가능한 물리적 환경요인에 대한 변수들 외에 환경에 대한 대상자
들의 주관적 인식(안전수준 만족도, 자연환경 만족도, 생활환경 만족
도, 대중교통 만족도)과 지역 단위의 비만예방관리 사업 활성화 정도
(지역 내 영양교육 및 상담 참여율, 지자체 운동프로그램 참여율)를
나타낼 수 있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시군구 단위 통계를 구축하고 모형에 추가하였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매 년 새로운 표본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
는 단면조사의 성격을 가지지만, 지역 수준으로는 매 년 동일한 253
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통계 자료 산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이전 년도의 지역 변수를 활용하여 개인의 비만 발생에 대한 영
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한편 체질량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변수인 신장과 체중을 응
답하지 않은 경우 혹은 극단치(신장 210cm 이상, 체중 180kg 이상)
의 값을 응답한 경우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도 체중 변화의 양상과 영향요인이 다를 수 있으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최종 연구대상 337,136명
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변수의 구성과 자료원은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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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성인의 비만 경험 영향요인 분석을 위한 독립변수 구성
영향
요인

변수

내용

자료원

개인수준
인구
사회
학적
특성

성

남성, 여성

연령

19-34세, 35-49세, 50-64세

가구소득

월평균 가구소득 4분위

교육수준
직업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사무직, 비사무직, 기타(학생,주부,무직)

혼인여부

배우자있음, 배우자없음(미혼,별거,사별,이혼)

흡연

현재흡연자, 과거흡연자, 비흡연자

음주

최근 1년 간 주 2회 이상 음주, 음주 안 함

건강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수준
걷기 실천
및
건강 저염식 실천
행동
영양표시 확인

중등도 신체활동 1회 30분 이상씩 주 5일 이상,
혹은 격렬한 신체활동 1회 20분 이상씩 주 3일 이상 실천
최근 1주일 간 1회 30분 이상 걷기 주 5일 이상 실천
상에 차려진 음식을 먹을 때 소금이나 간장을 넣지
않고, 전,부침,튀김을 먹을 때 간장을 찍지 않는 경우
가공식품 섭취 시 영양표시 확인, 미확인, 가공식품 미섭취

수면시간

하루 평균 7시간 미만, 7-8시간, 8시간 이상

스트레스

많이 받는 편, 적게 받는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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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건강조사

지역수준
인구밀도(천 명/㎢)
경제 재정자립도
적
환경 대졸 이상 인구 비율

물리
적
환경
(객관
적
수준)

인구 ÷ 면적 (외국인 포함)
{(지방세+세외수입) ÷ 일반회계예산}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자치부,
지방재정통계

만 20세 이상 4년제 대졸 이상 인구 ÷ 만 20세 이상 인구

통계청(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인구 1인 당 자동차
등록대수

자동차 등록대수 ÷ 주민등록인구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현황

공원 면적(㎢)

공원 면적 ÷ 행정구역 면적

교통약자영역 (보행자
안전) 교통문화지수

체육시설 수 ÷ 주민등록인구 × 1000
(공공체육시설 및 신고체육시설 등 포함)
스쿨존 불법주차 자동차 대수(점유율),
인구 10만명 당 보행자 중 노인․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

인구 1000명 당
패스트푸드점 수

패스트푸드점 수 ÷ 주민등록인구 × 1000
(피자, 햄버거 등 판매점 및 치킨전문점 수 합계)

인구 1000명 당 체육시설 수

인구 1000명 당 분식점 수 분식 및 김밥판매점 수 ÷ 주민등록인구 × 1000
인구 1000명 당 주점 수
물리
지역 내 안전수준 만족도
적

주점업 사업체 수 ÷ 주민등록인구 × 1000
전반적 안전수준(자연재해, 교통사고, 농작업 사고,
범죄)에 대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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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
행정자치부,
한국도시통계
국토교통부(2011년),
교통문화실태조사
전국사업체조사,
지방자치단체
수집자료
지역건강통계1)

지역 내 자연환경 만족도
환경 지역 내 생활환경 만족도
(주관
적 지역 내 대중교통 만족도
수준)
지역 내 운동시설 접근성
지역 내 영양교육 및 상담
정책
참여율
적
지역 내 운동프로그램
환경
참여율
1)

자연환경(공기질, 수질 등)에 대한 만족도
생활환경(전기, 상하수도, 쓰레기 수거, 스포츠시설
등)에 대한 만족도
대중교통 여건(버스, 택시, 지하철, 기차 등)에 대한
만족도
지역 내 운동시설 접근성이 쉬운 편이라고 응답한
주민 비율
지역 내 공공 및 민간시설에서 실시된 영양교육 및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주민 비율

지역건강통계1)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주민 비율

지역건강통계1)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시군구 단위의 행정구역 별 지표를 산출하여 분석에 포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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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방법
성인의 비만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하기 위하여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2011, 2012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응답자 중
65세 미만 성인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다.

 : 비만 여부
 : j 지역에 거주하는 i 번째 개인의 특성,  : j 지역의 특성

분석 모형은 총 4단계로 구성하여 실시하였다(표 9).
표 9. 성인의 비만 경험 영향요인 분석 모형 구성
모형

변수

모형 1 Null Model

목적
비만 경험의 지역 간 차이 확인

개인적 요인이 성인 비만 경험에 미치는
영향 분석
환경적 요인이 성인 비만 경험에 미치는
모형 3 지역수준 변수 추가
영향 분석
모형 2 개인수준 변수 추가

모형 4

개인 및 지역수준
변수 모두 추가

개인적 요인을 통제하고 환경적 요인이
성인 비만 경험에 미치는 영향 분석

또한 성별에 따라 비만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클 수 있으므
로 성별에 따른 층화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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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의 비만 경험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가) 자료원 및 변수 구성
본 연구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12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
시하였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강행태를 파악
하기 위하여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
로 실시하는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로, 2005년부터 매 년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함께 수행하고 있다. 이 조사에는 신장과
체중, 체중조절 시도 여부, 체중조절 방법 등 비만 및 비만예방 행위
와 관련된 변수가 포함되어 있으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 거주 및
학업환경 등 청소년의 특성에 적합한 사회경제적 변수들도 포함되어
있어 성인과 다른 관점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수
준에 따른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특히 응답한 학생들의 소속 학교 구분이 가능하여 청소년의 비만
및 비만관리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의 제도적인 환
경 요인 관련 변수들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
년건강행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변수를 구성하고, 다수준분석을 통
해 청소년의 비만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청소년의 비만 경험에 대한 영향요인을 살펴보는 다수준분석의 종
속변수는 비만 여부로, 각 응답자의 체질량지수(BMI = 체중(kg)/[신장
(m)2])를 산출하여 체질량지수가 해당 연령 기준 95백분위수 이상 혹
은 25 이상인 경우를 비만으로 정의하였다.
독립변수는 비만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개인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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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인 수준의 변수(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수준 및 건강행동 등)로
포함하고, 잠재적인 환경요인들을 학교 수준의 변수(사회문화적 환경,
제도적 환경)로 포함하였다. 청소년들의 건강행동 실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동료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변수로 동일한
학교의 학생으로 구분되는 응답자들의 건강행동 실천 관련 변수들을
통해 학교 별 통계 자료를 산출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이 하루 중 가
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라는 제도적 환경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
하여 실제로 체육 수업을 실시하는 주 당 평균 체육시간과 영양교육
실시 여부 등을 학교 수준의 변수로 구축하였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경우 16개 시․도 내의 시․군․구를 대도시, 중
소도시와 군지역으로 분류한 후, 지리적 접근성, 학교수 및 인구수,
생활환경, 흡연율, 음주율 등을 고려하여 43개 지역군으로 층화한 후
표본 학교를 추출하고 있다. 지역군의 범위는 지역 단위의 환경요인
을 고려하기에는 지나치게 광범위하므로(예: 서울시 4개 지역군, 부산
시 2개 지역군, 경기도 7개 지역군 등) 지역 수준의 환경요인 변수를
모형에 추가하지는 않았으나 지역군 층화 시 고려된 유사한 특성들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지역군 구분 더미변수를 통제변수로 모형에 추
가하였다.
한편 체질량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변수인 신장과 체중을 응
답하지 않은 경우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최종
연구대상 72,229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변수의 구성과 자료원은 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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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청소년의 비만 발생 및 비만관리 행동 영향요인 분석을 위한 독립변수 구성
영향
요인

변수

내용

자료원

개인수준
성
인구 학년
사회
아버지 교육수준
학적
특성 가구 경제수준

남학생, 여학생
중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상, 중, 하

거주형태

가족과 함께 거주, 기타(하숙, 자취, 보육시설 등)

좌식생활

주말 좌식생활 일 2시간 미만, 2-4시간, 4시간 이상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중등도 신체활동 1회 30분 이상씩 주 5일 이상,
혹은 격렬한 신체활동 1회 20분 이상씩 주 3일 이상 실천

건강
수준 걷기 실천
및 규칙적인 아침식사
건강
탄산음료 섭취
행동
인스턴트식품 섭취
수면시간

최근 1주일 간 1회 30분 이상 걷기 주 5일 이상 실천
주 5일 이상 아침식사 섭취
주 1회 이상 탄산음료 섭취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 혹은 인스턴트식품 섭취
충분, 보통,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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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건강행태조사
(2012년)

스트레스

많이 느낌, 조금 느낌, 느끼지 않음

학교수준
사회
문화
적
환경
(동료
효과)

탄산음료 섭취율

학교 내 주 1회 이상 탄산음료 섭취하는 학생의 비율

인스턴트식품 섭취율 학교 내 주 1회 이상 인스턴트식품 섭취하는 학생의 비율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학교 내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을 권고안에 따라 실천하는 학생의
비율

걷기 실천율

학교 내 걷기를 권고안에 따라 실천하는 학생의 비율

제도 주 당 체육시간
적 교내 영양교육
환경 경험율

학교 내 평균 주 당 체육수업 실시 시간
학교 내 영양교육 및 상담 실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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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건강행태조사
(2012년)

나) 분석방법
청소년의 비만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하기 위하여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2012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다.

 : 비만 여부
 : j 학교에 다니는 i 번째 개인의 특성,  : j 학교의 특성

분석 모형은 총 4단계로 구성하여 실시하였다(표 11).
표 11. 청소년의 비만 경험 영향요인 분석 모형 구성
모형

변수

모형 1 Null Model

목적
비만 경험의 학교 간 차이 확인

개인적
미치는
환경적
모형 3 학교수준 변수 추가
미치는
모형 2 개인수준 변수 추가

모형 4

개인 및 학교수준
변수 모두 추가

요인이 청소년 비만 경험에
영향 분석
요인이 청소년 비만 경험에
영향 분석

개인적 요인을 통제하고 환경적 요인이
청소년 비만 경험에 미치는 영향 분석

또한 성별에 따라 비만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클 수 있으므
로 성별에 따른 층화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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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비만예방 및 관리 경험에 대한 포토보이스 결과

1. 비만예방 및 관리에 대한 인식

본 연구의 참가자들과 포토보이스 연구를 통해 ‘비만예방․관리’ 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인식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만관리를 위한 노력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였다.

1) 반드시 해야 하는 노력
연구 참가자들은 모두 비만예방과 관리는 ‘반드시 해야 하는 노력’
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한 노력은 연구 참가
자들에게 당연히 함께 하는 ‘일상’ 그 자체이기도 하고, 쉽게 실천하
기 어렵지만 꾸준한 노력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간절한 바람’ 이기도
했다.
비만예방과 관리를 하는 목적이나 실천하는 방법은 각자 다양하지
만 반드시 해야 하고 당연히 해야 하는 노력이라는 점에는 모두가 동
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본인의 생활습관을 변화
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일상 속에서 쉽게 노력을 실
천하기 어렵고 마치 밀린 업무나 숙제와 같이 항상 부담감이 되는 존
재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다.

- 55 -

생활
“사람들이 매일의 삶을 스마트폰에
얽매여서 사는 것처럼, 나도
비만관리라는 틀에 갇혀서 생활을 하고
있다. 밥을 먹을 때에도 신경을 쓰고,
짧은 거리는 일부러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 다니는 등 비만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은 마치
스마트폰처럼 내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AM6, 남, 30대)

밀린 업무
“어제 미처 다 하지 못하고 퇴근해서 오늘은 꼭 다 끝마쳐야지 하고
다짐 하는 밀린 업무처럼 나에게 비만예방 관리는 오늘은 꼭 다이어트
해야지 하고 마음먹지만 내일로 미뤄지기가 쉽다.”(BF7, 여,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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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비만의 예방과 관리를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아
니라 무조건적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것과 동일하게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여성 참가자들에게서 그러한 경향을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었는데, ‘다이어트’ 는 여성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노력이라고 생각
하며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더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
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여자들은, 진짜 여성은, 여성이라 함은 진짜 죽기 전까지 무덤가기
전까지 계속 … ”(AF1, 여, 20대)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성형외과 광고판
“지하철역 혹은 지하철 내부에서 성형외과 광고를 보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연적인 미가 아니라면 성형을 자연스럽게 권장하는 문화
속에서 다이어트에 대한 자극은 계속적입니다.”(BF4, 여,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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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
비만이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예방하고 관리해야 할 문제라는
것에는 참가자들 대부분이 동의를 하였으나 스스로 비만예방과 관리
의 노력을 실천할 때 건강의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연구 참가자들 중 연령이 높고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비만예방과 관리의
노력을 실천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자신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도, 가족들과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도 건강을 지키기 위한
비만예방과 관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가족 사랑
“이 사진은 이웃주민 집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이 집안은 아이 아빠가
악성종양이 걸려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집이었어요. … 아이가 아빠와 이 멋진
레고 블럭을 만들었을 것을 상상했죠. 내가 만약 없다면? 건강이 안 좋아 몸져
눕는다면? 지금 현재 행복을 유지 할 수 있을까 하는 계기가 된 사진입니다.
가장의 빈자리는 매우 클 것이고,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부모가 우선 건강하고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AM3, 남,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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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건강검진을 통해 비만을 진단받은 경험이 있거나 건강 이상으
로 인한 증상을 자각하였던 경우 비만을 건강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
어 기존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강검진표
“비만예방․관리가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사회적 자신감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몸의 내적인 건강함과 직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AF2, 여, 40대)

3) 외모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
가장 많은 대상자들이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한 노력을 하는 목적으
로 언급한 것은 ‘외모의 변화’ 였다. 체중 감량을 통해 본인이 이상적
으로 생각하는 몸매를 가지게 되고 입고 싶은 옷을 입을 수 있게 되
면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고 삶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반면,
체중이 증가하고 비만을 경험하면서 자신감을 상실하고 그로 인한 심
리적인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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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관리
“2년 전에 내가 체중이 지금보다 20kg 정도 더 쪘었던 적이 있었다.
그 때는 옷을 입어도 태가 안 나고 나의 외모에 상당히 불만족
스러웠다. 내가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한 이유도 나를 좀 더 멋있고
아름다워 보이고 싶어서였다. 그리고 미용관리 목적으로 끈기를 가지고
했고 목적이 있다 보니까 나름 성공할 수 있었다.”(AM2, 남, 20대)

특히 비만 경험이 있는 참가자들일수록 외모 변화를 위한 비만예방
과 관리의 필요성을 더 많이 강조하였다. 체중 증가로 인한 신체의
변화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해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
과로, 문제 인식의 심각성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고 직접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체중 감량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해가는 과
정을 성공적으로 경험한 경우 단순히 건강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 성취감을 경험하고 자신감이 향상되어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는 등 개인에게 비만예방과 관리의 과정은 많은 의미와 가
치가 부여되는 과정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자기효능감이 향상되
고, 비만예방과 관리 노력에 대한 내적 동기를 강화해 줄 수 있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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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
“몸이 날씬하면 옷을 입어도 태가 나고
둔해 보이지 않으며 거울에 비친 저
스스로의 모습에 만족스러울 때 남들의
시선에도 당당해질 뿐 아니라 대인관계
에서나 매사의 일처리에도 스스로 자신감이
생겨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는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AF6, 여, 40대)

이와 같이 외모를 변화시키기 위한 비만예방과 관리의 노력은 자기
만족을 성취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타인들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았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비만을 바라보는 시각은 부정적이다. 실제로 비만은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인 과정을 통해 나타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비만의 문제를 모
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며 비만은 게으름이나 자기관리의 부족함,
무능력함 등의 이미지로 대표되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보다 인정받고 대인관계를 강화하는 등 사회적 규범에 따르기 위해
체중 감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났다.

“반도체 부품을 영업하기 위해 직접 신규 업체를 개발하기 위해
담당자와 미팅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비만이 있는 사람에게는
게으르거나 부정적인 모습을 느끼게 합니다.”(AF5, 여,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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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형으로써의 첫 번째 숙제
“둘째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다. 1남 1녀 둘째를 좀
늦게 출산하여서 나이든 엄마
뚱뚱한 엄마가 학교 오는 것을
싫어할까봐 취학통지서를 받고
다시 한 번 다이어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AF4, 여, 40대)

이러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체중 감량을 무리하게 시도해야 한다
는 인식은 개인에게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비만 상태
에 이르게 된 것은 ‘내가 게을러서’ ‘의지가 약해서’ 발생하게 된 것
이므로 스스로의 책임으로 여기고 관리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
식하고 있었다. 특히 여성 참가자들의 경우 사회문화적으로 기대되는
이상적인 모습을 갖추기 위해 비만예방과 관리를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넘어선 체중 감량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부분 동의하였다.

“개그콘서트를 봐도 뚱뚱한 여자가 개그의 소재가 많이 되듯이, 특히
여자한테는 더 똑같은 뚱뚱함도 남자보다는 더 잣대가 엄중하지 않은가
그래서 아무튼 외모를 봤을 때 저 사람은 딱 봤을 때 뭔가 게으르고
뭔가 잘 하지 않았고 … 첫 인상 자체를 봐서는 그 사람을 이렇게 단정
짓기 때문에 그런 게 개인한테도 안 좋고,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자기 관리 차원에서 잘 해야 된다고…”(BF5, 여,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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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만예방 및 관리 행동의 실천과 영향요인

연구 참가자들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여기는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
해서 신체활동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과 열량이 낮고 건강한 식품을
섭취하기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체중
을 감량하기 위해서는 신체활동량도 중요하지만 식생활이 더 결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식이요법이 70프로, 운동이 30프로.”(AF1, 여, 20대)
“내가 보니까 운동은 살 빼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 식단이야. 살
빼려면 안 먹고 움직이는 게 제일이고, 그걸 유지하려면 운동.
운동으로는 살 빠지지 않아.”(AF6, 여, 40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 참가자들은 신체활동을 위한 노
력은 비교적 쉽게 실천으로 옮기고 있었던 반면, 식생활을 위한 노력
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신체활동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은 일상 속에서 실천을 통해 긍정적
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하면 되는’ 성질의 노력이지만, 식생활을
위한 노력은 대부분의 경우에 기존의 식습관에 변화를 필요로 하고
생활 속의 즐거움을 억제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실천을 지속하기에는
더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체활동의 경우 개인적인 노
력으로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법을 찾아
비교적 쉽게 실천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식생활은 스스로의 의지
와 노력만으로는 통제하고 조절하기 어려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더 힘든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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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상 속에서의 자연스러운 실천이 가능하도록 하는 환경
연구 참가자들은 모두 비만예방과 관리는 항상 반드시 해야 하는
노력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비만예방과 관리 행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으려면 개인의 일상에 큰 무리나 변화가 없는 범위 내에
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효과적인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식생활과 신체활동을 비롯한
생활습관이 중요하며, 생활습관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다양한 환경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①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신체활동
참가자들은 신체활동량을 늘리기 위해서 보다 ‘쉽고 편하게 실천할
수 있는’ 신체활동을 찾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쉽게 실천할 수 있
는 신체활동이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가까이에서 할 수
있거나 비용이 적게 들거나 일상 중 특별히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도
실천할 수 있는 신체활동을 의미한다.

가까이에서
신체활동 실천을 지속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연구 참가자
들은 ‘가까운 곳’ 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운동시설이나 공
원, 산책로 등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집이나 직장 등 일상생활
반경에서 도보로 이동 가능한 매우 근접한 거리에 있어야 한다는 점
을 강조하였다.

“동선이 가장 중요하겠죠.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집 앞에 있는
거랑 2~3km 떨어진 데 있으면 아무래도 가까운 데를 가게 되잖아요.
가는 데 시간, 오는 데 시간, 거기서 허비하는 시간, 이 시간도 돈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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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AF7, 여, 40대)

헬스장
“요즘 어디를 둘러봐도 헬스장은 많이 있다. 한 블럭을 걷는데 무려
7개의 헬스장이 보였다. …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서도 헬스장을
편의시설로 이용할 수 있어서 회사근처에서도 집에서도 헬스장은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BM1, 남, 30대)

적은 비용으로
지리적 접근성과 함께 강조된 것 중 하나는 무료로,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비용 부담 없이 이
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이나 한강공원 등의 공간이 일상생활 반경에
근접하게 있다면 걷기나 자전거 타기 등 신체활동을 보다 쉽게 실천
할 수 있었다. 또한 주민들을 위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운동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이 가용한 경우
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이 조성이 되면 그냥 진짜 집에 한 번 있을 거 한 번 더 나와서
한 번 더 걷게 되고, 그러니까 운동 목적이 아니어도 운동 하게끔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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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잘 만들어진 공원이나 산책로나 자전거 도로
있잖아요. …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굳이 억지로 사람을 만들지 않아도
스스로 나오게끔 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BF8, 여, 30대)

걷기
“회사와 집이 일반도로가
아닌 산책길로 이어져
있습니다. 다행히 비나
눈이 와도 가려주는
고가도로가 산책길 위로
드리워져 있어 운동하기
적합한 환경입니다.”
(AF8, 여, 40대)

이용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그러나 주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한 공공 운동시설들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용하기에 제약이 많다는 점이 많은 참가자들에
게서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구립 시설의 경우 구 내 설치가 되어
있어도 거주하는 위치에 따라 이용하기에 지리적으로도 거리가 멀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매우 제
한적이었다.

“(구립체육관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인구가
많다 보니까 거기 하려고 진짜 처음에 오픈했을 때 새벽 밤 샌 사람
있어.”(AF4, 여,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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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 주민센터나 아파트 단지 내에 주민들을 위해 설립된 운동
시설의 경우 이러한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는 보완이 가능하나 대부분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 이용하기에는 어려
운 경우가 많았다.

“아무래도 늦은 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보통
퇴근이 여섯 시 넘어선데 … 또 주말에도 운영을 안 해요.”(AM1, 남, 20대)

“헬스장 같은 데 이제 24시간 같은 데는 되게 비싸더라고요. 한 달에
15만원, 10만원 이런 데가 많으니까. 헬스장 같은 것도 가격도 좀
낮추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게 좀 힘들다면 주민센터 같은
거를 좀 늘려준다든가. 집 근처에 저희는 주민센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비싼 돈 주고 헬스장에 가야 되더라고요.”(AM2, 남, 20대)

일상 속에서
신체활동의 실천은 단기간의 노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바쁜 일상 속에서 이와 같이 시간을 할애하여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모든 참가자들에게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특
히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의 경우 긴 일과 시간동안 주로 내내 앉아서
생활을 하고,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잦아 일과를 마친 후
별도로 시간을 할애하여 신체활동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에 어렵다. 또한 여가 생활에도 주로 컴퓨터나 TV 시청 등 좌식 생
활을 하는 시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참가자들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신체활동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실천하고 있었다. 출퇴근 시간에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교통 혼잡으로 인한 시간 낭비도 방지할 수 있
고,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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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도보로 이동하는 등 일상 중의 활동량을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퇴근 시간에 걷기
“비만예방 관리에는 좋은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소 최소의 운동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걷기
운동을 즐기는 편입니다. 겨울
뿐 아니라 여름에도 단화 신는
것을 즐기며 힐은 신지
않습니다. 항상 퇴근할 때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려고
합니다.”(BF5, 여, 30대)

계단 이용하기
“단층 정도는 가급적 계단을
이용하려 한다. 낮에는 직업적
특성상 앉아서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가야할 때 되면 걸어서
올라가려고 노력한다. 물론
계단뿐만 아니라 시간적 여유가
되면 3~40분 이내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도 걸어 다니려는
습관을 가지려한다.”
(BM5, 남,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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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게
또한 여가시간에도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아이들과 놀이
를 하거나 쇼핑을 하는 등 야외 활동을 통해 보다 즐겁게 신체활동량
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다.
아들과 놀아주기
“비만관리는 특별히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아이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주는 것으로도
충분히 비만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BF4, 남, 40대)

오프라인 쇼핑
“직접 제품을 보기 위해서
스스로 어느 지점에
가야하기에 신체적 운동이
많이 되지만 오프라인
쇼핑을 하다 보면 흥미가
있기 때문에 운동이라는
스트레스가 없는
장점”(BF5, 여, 30대)

이와 같이 많은 참가자들이 의도적으로 운동을 하기 위한 목적의
신체활동이 아니더라도 일상 중의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신체활동
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노력의 실천이 가
능한 환경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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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존의 식환경을 극복하고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일상 속에서 쉽고 편하게 신체활동을 실천하고 자연스럽게 신체활
동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강조된 것과 같이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
한 식생활의 실천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지속적인
실천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상 속에서 그러한 식생활의 실천을 촉진
하는 환경보다는 이러한 노력을 저해하는 환경에 대한 지적이 많았
다. 즉, 대부분의 연구 참가자들은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자신
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식습관을 변화시켜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잦은 모임과 식문화
식습관을 개선하기 어려운 이유로 가장 많은 참가자들에게서 공통
적으로 언급된 것은 ‘잦은 모임(회식)’ 이었다. 모임의 빈도가 자주 있
을 뿐 아니라 대부분 저녁에는 술자리, 낮에는 고열량 음료나 달콤한
간식류 등 음식과 함께 하는 우리나라의 모임 문화로 인해 계획한대
로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저
녁 식사 이후 늦은 시간에 고열량의 술과 안주류의 식품을 과다하게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에도 방해가 되는 회식 문화로 인한 악순환이
비만예방과 관리의 노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였
다.
직장 동료와의 회식이나 가족들, 주변 지인들과의 모임 등은 음주
이외에도 고열량 식품을 섭취하고 평상시보다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
하게 될 확률이 높아 비만예방과 관리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는 것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사회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많으므로 개인 스스로의 의지나 통제력으로 조절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다. 즉,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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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선택하고 섭취하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현
실로 인해 식습관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어렵다는 것이다.

퇴근 후의 즐거운 2차 저녁
“저녁도 회사에서 먹고 야근까지 한 후 퇴근 후에 직장 동료들과
가지는 2차 저녁. 직장생활을 하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삼겹살에
폭탄주는 정말로 쌓인 스트레스를 한 순간에 날려버리는 마법의 약
같은 존재이다. 회식은 중요한 문화 중의 하나이지만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다.”(AM4, 남, 40대)

외식 환경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으로 인해 평상시의 식사 시간도
불규칙한 경우가 많고, 야근 등으로 인해 늦은 시간에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짧은 시간 내에 식사
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로 간편하게 구입하거나 조리가 가능한 패스트
푸드나 인스턴트식품, 배달 음식 등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회사 내에서 먹게 되면 진짜 일 많을 때는 사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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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때는 진짜 그냥 편의점, 아니면 패스트푸드점 가 가지고 햄버거.
그냥 딱 그거에요. 그런데 일주일을 놓고 보면 한 3,4일은 그렇게 먹을
걸요?”(BM1, 남, 30대)
특히 미혼 남성인 참가자들의 경우 주로 외식을 하거나 인스턴트식
품, 배달 음식 등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섭취한 식품들은
대부분 비만예방과 관리의 노력을 저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선한
채소나 식재료의 경우 포장 단위나 가격 등의 측면에서 1,2인의 소규
모 가구에서는 구입하거나 보관하기가 쉽지 않아 접근성이 매우 떨어
지는 한편 외식을 할 때에도 건강한 식단의 선택 자체가 어렵거나 고
가인 경우가 많아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하였다.

“아침 점심 저녁을 거의 다 밖에서 사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저렴하고 제대로 된 걸 먹고 싶잖아요. 점심시간에는 그나마 그런 게
충족이 되는데 저녁시간에는 무조건 고열량으로 가게 되고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조금 많이 불편하죠.”(BM1, 남, 30대)

먹거리 유혹에의 노출
많은 참가자들이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기존의 식습관에 변
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주변 환
경의 요인들로 인해 변화가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특히 비만예
방과 관리에 방해가 되는 먹거리에 자주 노출되어 욕구를 억제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 가장 자주 언급된 이유 중 하나였다.
출퇴근길의 포장마차나 먹자골목, 배달음식의 전단지, TV 방송이나
광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먹거리의 유혹에 노출되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노출은 대부분 고열량 식품에 대한 노출로 저녁식사 이후 늦
은 시간에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야식 섭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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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다.
주로 ‘치맥’ 으로 대표되는 야식 배달음식의 종류는 점차 다양해지
고 있으며 24시간 배달이 가능한 음식들도 점차 확대되었을 뿐 아니
라, 최근에는 곳곳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식품의 종류
도 점차 늘어나고 주류나 고열량 간식류의 판촉행사도 다양해져서 고
열량 야식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 집도 가는 길목에 치킨집이랑 음식점들이 쭉 있는데 먹지
말아야지 마음을 먹고 힘없이 퇴근을 하면 정말 너무 먹고 싶어요. …
확실히 눈에 보이면 참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BF8, 여, 30대)

배달 전단지
“언제든 손쉽게 음식을
배달시킬 수 있어요.
최근에는 24시간 영업하는
곳도 많은데다가 종류도 점점
다양해져서 쉽게 배달을
시켜먹게 되죠.”
(BM3, 남,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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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편의점은 정말 곳곳에
많고 언제든 24시간 먹을
것을 살 수가 있으니
많이 이동하지 않고서도
갈 수 있어서 많이
가요.”(BM2, 남, 20대)

또한 최근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먹방’, ‘쿡방’ 으로 불리는 방송
프로그램과 주로 늦은 시간에 방송되는 주류 광고 등도 참가자들의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한 식생활 실천 노력을 방해하고 있었다. 먹음
직스럽게 음식을 요리하고 먹는 모습을 보고 야식의 욕구를 크게 느
끼고 24시간 배달이나 구입이 가능한 식품들의 섭취로 이어지는 경험
이 많았다.

“밥 먹고 소화 될 때 쯤 해서 TV에서 짜장면 먹는 모습이라든가 라면
먹는 모습 같은 게 나오면 … 먹고 싶은 생각이 들죠.”(BM3, 남, 20대)
한편 가족들의 식사를 주로 준비하고 책임져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주부들이라면 주로 배우자나 자녀들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고 식
사 시간도 가족 구성원들에 맞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식사 후에
도 잔반 처리 등으로 의도와 다르게 식사량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아
본인의 식생활 실천을 위한 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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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간식인 과자
“저 혼자 생활에서는 과자를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딸 아이의
빠질 수 없는 간식 중의 하나가 과자입니다. 딸 아이는 나와는 다르게
입이 짧아 오*오 하나 먹고도 엄마가 유혹되게 식탁위에 두고 다른
일을 합니다. 한 개만 먹으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저는 먹고 또 먹고
과자 봉지만 수북이 쌓이게 됩니다. 런닝머신 1시간해도 200 칼로리
소모하기 힘듭니다. 저의 비만관리를 무너지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
입니다.”(AF5, 여, 40대)

불규칙한 식사
“아기 끼니를 챙기고 나면
정작 내 끼니를 챙길 시간이
없어서 아이가 남긴 밥을 급히
먹거나 불규칙적으로 폭식하여
다이어트에 방해가 됩니다.”
(BF8, 여,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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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일상 속에서 비만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생활의
실천을 어렵게 하는 환경적 요인들은 다양하다. 그러나 이는 개인적
인 노력으로 변화시키기는 어려운 요인들로, 스스로 건강 식재료를
구입하거나 건강 식단을 구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있었다.

집에서 만든
일부 여성 참가자들의 경우 원푸드 다이어트나 1일 1식 등의 식이
요법을 통해 단기간의 체중 감량 노력을 시도 해 본 경험이 있다고
언급하였으나 저염․저지방․저열량의 균형 잡힌 식단으로 적절한 양의
식사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해 가장 바람
직한 식습관의 유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지하고 있었다. 따
라서 많은 참가자들이 신선한 식재료로 집에서 직접 만든 식사가 가
장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이는
개인적인 노력으로 실천하기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질의 핸드메이드 식품
“시중에서 사먹을 수 있는
음식들 대부분이 상당히
기름지고 자극적입니다.
집에서 만든 음식을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건강과
비만관리에 최선의
방법입니다.”(BF4, 여,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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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천 의지를 지속하게 하는 동기
연구 참가자들이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해 실천하고 있는 노력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노력의 실천에 도움이 되거나
어렵게 하는 주변 환경들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적 요인들은 대부분 개개인의 노력으로, 혹은 단
기간에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모두 동
의하였다. 따라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고 노력을
실천하기 위한 자신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모두 나름대로의 방법을 통해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한
노력을 실천하고 있었고, 단기간의 노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
준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속적인 노력을 가능하도록 하는 동기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계속 필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① 변화를 통한 동기 부여
많은 참가자들은 비만예방과 관리 노력을 통한 ‘변화’를 경험했을
때 가장 큰 동기가 생긴다고 언급하였다. 변화는 여러 측면에서 확인
할 수 있는데, 체중의 변화나 신체 사이즈의 변화 등과 같이 외적으
로 확인 가능한 신체적인 변화를 포함하여 자신감이 향상되고 삶의
활기를 찾게 되는 심리적인 변화, 자신에 대한 주변에서의 평가와 인
식의 변화에 대한 자각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체중 변화
특히 많은 참가자들이 체중이나 허리둘레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노력의 결과를 확인하고 싶어 하였다. 체중이 감량된 것을 직접 확인
하고 성취감을 느껴 지속적인 노력의 동기가 되기도 하고, 체중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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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경각심을 가지게 되어 보다 적극적인 노
력의 동기가 된다고 설명하였다.

체중계
“체중계를 볼 때마다
몸무게를 재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몸무게를 재면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BF7, 여, 30대)

“저는 딱 하루에 한 시간씩 운동을 하거든요. 다른 거 아무 것도 안
하구요. 런닝머신만 딱 하루에 한 시간씩 했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안
좋은 거라고 들었는데 물도 안 마셨거든요. 런닝머신 하고 땀이 쫙
빠지면 많이 빠진 날은 하루에 2kg가 빠지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
사람이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잖아요. 체중이 줄어든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제 스스로 물을 안 먹게 되더라구요. 이 몸무게의 숫자가
너무 좋아서.”(AM6, 남, 30대)
그러나 체중은 항상 지속적으로 감량되기 보다는 꾸준한 노력에도
정체기가 생기는 것이 일반적이고, 기대했던 만큼 체중 변화가 관찰
되지 않는 경우 상대적으로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하거나 사기를 저
하시킬 수 있어 체중 변화를 자주 확인하는 것은 비만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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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무게 같은 걸 확인 안 하는 편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뭔가 좀 몸무게가 줄어들 때가 있고 안 줄어들 때가 있고 유지되는 게
있는데, 그거 확인하면서 뭔가 좀 빠졌을 때는 기분이 좋지만 만일
그대로 있다거나 아니면 좀 더 쪘거나 그러면은 그거 때문에 운동하기
싫을 때가 있어서 일부러 확인 안 하는 편이에요.”(AM2, 남, 20대)

자신감 향상과 타인의 인정
비만예방과 관리의 노력에 성공하고 목표를 달성한 참가자들은 이
러한 노력의 과정을 통해 자신감이 향상되고 성취감을 경험하였다.
스스로도 몸이 가벼워지고 생활에 활기가 생겨 긍정적인 측면으로 영
향을 받게 되지만, 특히 외모의 변화에 대한 주변의 긍정적인 평가와
인정을 경험하게 되며 사회적 관계도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
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상자들은 자아효능감이 강화되고 지속적
인 비만예방과 관리 노력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에는 건강하고 싶어서 모습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하다 보니까 예뻐지고 욕심이 점점 생겨요. 더 해야겠어요. 그리고 막
열심히 하는데 침체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빼 놓으니까 그래도
좀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구요. 성취감 같은 게
생기더라구요 빼니까. 그래서 이제 아 이거는 계속 해야 되는 거구나,
여자로서는 필요한 거구나. 또 빼니까 주변에서 얘기가 달라지고 반응도
달라지고. 변화가 생기니까 매력이 있더라구요.”(AF1, 여, 20대)
이와 같이 노력의 결과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노력을 지속하는
데 가장 큰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 체중이 감
량되는 결과를 중시하는 관점으로 지속적인 비만예방과 관리를 촉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동기 요인이 함께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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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천과정에 대한 자가 점검
체중의 감량과 같은 신체적인 변화가 계속 관찰되지 않더라도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한 노력의 실천 과정을 매일 기록하는 참가자들은
자가 점검의 과정만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노력의
과정을 매일 기록하여 가시적으로 확인하면서 계획을 수정하거나 보
완할 수 있고 지속적인 노력의 동기가 강화된다는 것이다.

계획
“달력에 매일 매일
표시하다보면 하루에
내가 얼마나 많은
열량을 섭취하는지
눈으로 보기 쉽기
때문에 식단 조절에
도움이 된다.”
(AF7, 여, 30대)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고 스스로 노력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관리하는데
활용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은 그 종류도 활용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가장 많
이 활용하는 기능으로 도보 수나 이동 거리, 열량 소모량 등을 측정
하는 목적 뿐 아니라 운동법이나 식단 조리법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도 있고, 함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간 경쟁을 촉진하는 목
적으로도 활용되고 있었다. 계획표에 기록하고 관리를 하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을 통해 비만예방과 관리 노력의 실천에 대한 자
기 감시와 보상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지속적인 비만예방 및 관리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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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촉진하는 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었다.

어플
“운동량을 체크하고 얼마나 칼로리를 소비하였는가를 체크할 수 있고,
정보교환도 할 수 있다. 기록을 하다 보면 자극이 되어 더욱 노력을 할
수 있게 된다.”(BM5, 남, 30대)

③ 자극요인에 의한 동기 부여
변화의 과정을 확인하거나 노력의 실천 과정을 점검해보는 것으로
비만예방과 관리의 노력을 실천하기 위한 동기가 될 수 있지만, 일부
참가자들은 본인이 원하는 이상적인 몸매를 가지고 있는 연예인이나
롤 모델을 정해두고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는 것이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여성 참가자들의 경우
대중매체 등을 통해 노출되는 마른 몸매의 타인을 보며 자극을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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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고 롤 모델로 지정하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의 강화가 비만예
방이나 관리를 위한 노력의 촉진제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보았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약간 세계적으로도 너무 날씬한 여자들을
이상형으로 맞춰놓고 많이 접하고 있는 일반인들은 자기도 의식적으로
저게 아름답고 가장 베스트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BF8, 여, 30대)

“잡지나 TV에 나오는 예쁘고 날씬한 여자 연예인을 보면 다이어트의
욕구가 솟아난다. 롤 모델을 설정하고 목표를 정해서 관리하면 스스로
자극되는 효과가 있어서 도움이 된다.”(BF1, 여, 20대)

④ 함께 하는 사람들
이와 같이 장기간 지속되어야 하는 비만예방과 관리의 노력은 쉽지
않은 실천의 과정이므로 동기가 약화되기 쉽다. 따라서 동기를 지속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노력의 과정을 지지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비만관리 행동 실천의 동기를 촉진하
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성별에 따라서 관점의
차이도 찾아볼 수 있었다. 남성 참가자들의 경우 조기축구회나 야구
동호회 등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관계가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많
았던 반면, 여성 참가자들의 경우에는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한 계획
을 세우고 노력을 하는 과정을 함께 하면서 서로 지지도 되고 경쟁도
할 수 있는 ‘동반자’ 혹은 ‘촉진자’ 로서의 관계가 도움이 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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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운동을 즐겨하지 않는 참가자들의 경우 지역 내 커뮤니티나
주변 사람들과의 약속을 통해 정기적인 신체활동을 실천한다면 대부
분 노력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동기가 강화될 수 있었다.

동반자
“함께 계획하고 함께 실천하고 정보교환도 하면서 찬찬히 밟아 나가는
거다. 그럼 선의의 경쟁심도 생기고 서로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나?”(AF1, 여, 20대)

“저는 그 때 카페 거기서 이렇게 다이어트 해 가지고 사람들 모집해서
하는 데를 한 번 들어갔었는데 … 1주일에 한 번씩 해 가지고 체중
같이 하니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잖아요. 약간 팀워크 비슷하게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하니까 아 내가 이 모임에서 폐는 끼치지 말아야지. …
지속적인 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의지도 되고.”(AF2, 여, 40대)

⑤ 적절한 보상
비만예방과 관리의 노력을 함께 하지는 않더라도 가족이나 주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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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가까
운, 혹은 의미있는 타인으로부터의 정서적인 지지와 협조가 노력의
과정을 지속할 수 있는 심리적인 보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칭찬
“작은 변화에도 그 노력에 아낌없는 칭찬을 보내는 것이 비만관리가
지속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AF6, 여, 40대)

한편 자발적인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금전적 혹은 실질적인 보상에
대한 제안도 많은 참가자들에게서 언급되었다. 제도적인 차원에서 비
만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을 확대 적용하고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비만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만성질환 예방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에 대한 보상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라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거기에
2년에 한 번 그거를 해서 만약에 비만인 사람이 표준 체중으로 간다면
세금을 감량을 해 준다던가 뭐 이런 눈에 가시적인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BF1, 여,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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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삶의 여유
많은 참가자들이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한 노력의 실천이 어려운 이
유로 언급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대부분 “바쁜 일상으로 인해 부족
한 삶의 여유” 가 공통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직장인들은 잦은 야근, 학생들은 과제와 과외 활동, 주부들은 육아
와 집안 일 등으로 인해 항상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
었다. 바쁜 일상 중에 시간을 할애하여 규칙적으로 신체활동을 하는
것도,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실천하는 것도 쉽지 않
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과 시간을 보내는 제도적 환경 내에서 비만예
방과 관리를 위한 노력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환경 보다는 시간적인 여유가 더 없는 것 같아요.”(BF3, 여, 20대)
“좋은 회사 가면 헬스 시설이나 이런 것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야근할 때 한 번 하고 오고 그런 거 하니까 …”(BF7, 여, 30대)
또한 늦은 시간까지 이용 가능하거나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운동시설에 등록하기 위해서도, 건강 식단을 구성하기 위한 식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도 비용의 부담이 있으므로 금전적 여유가 필
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많은 참가자들이 공감하였다.
한편 생활습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여유의 중요
성도 강조되었다. 스스로의 일상을 돌아보고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한
노력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여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다. 많은 참가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
에는 과식을 하게 되거나 신체활동도 위축되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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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여유의 중요성에 대하여 더욱 강조하였으며, 특히 사회생활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주부 참가자들의 경우 심리적인 문제의 해결
에 취약하여 그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조절하는 거잖아요. 먹는 거라든지 생활하는 거라든지 다 건강을
위해 조절하는 건데 스트레스 받으면 좀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절제력이 무너진다고 해야 할까요.”(AF2, 여, 40대)

우울함
“우울함은 마음뿐 아니라
허기진 느낌이 들어서 실제로
배가 고프거나 부른 것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먹으려고 하는 기분을 계속
느끼게 합니다.”(AF6, 여, 40대)

4) 믿을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정보
연구 참가자들은 본인이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비
만예방과 관리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매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새로운 정보에 계속 노출되면서 정보를 선택하고 수용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정보원도 다양하고 최근에는 전문가
들의 소견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도 많이 있으나 정보원마다 정보가
불일치하거나 서로 상충하는 경우도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판
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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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넘치는데 믿을만한 정보는 없다”(AF8, 여, 40대)
또한 현실에서 실천으로 옮기기에 쉽지 않은 정보들도 많이 있어
구체적인 운동법이나 식단 조리법 등과 같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비만예방 및 관리 방법에 대한 정보가 요구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터넷 같은 데서 운동하는 법 보면, 그냥 간략한 것만 돼있고 정확한
건 안 나와있잖아요. 호흡도 막 쓰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선
안 나와있고,”(AM2, 남, 20대)
“사람마다 따라서 식단 같은 걸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통
인터넷에 떠도는 식단 같은 건 단기적으로 살을 뺄 수 있지만 극단적인
게 많아서 끝나고 나면 거의 대부분 요요가 오거든요.”(AF6, 여, 40대)
운동을 하면서 도보 수나 열량 소모량을 확인하는 것과 같이 식품
섭취 시에도 보다 정확한 영양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표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쉽게 눈에 띄고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햄버거 세트 하나에 1600 칼로리에요. 그러면 몇 시간을 죽어라
해야지 그 칼로리를 소모하는 거 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른 식품
같은 경우도 칼로리가 명확히 설명이 되어 있으면 그거랑 매칭을 좀 해
보면 보통은 좀 컨트롤이 되는 나이가 되면 그런 것들은 좀 손이 안
가게 될 확률이 높거든요.”(AM3, 남, 40대)
“술에도 칼로리를 좀 표시를 해서. 그러니까 눈으로 칼로리를, 외우고
다니면서 먹는 게 아니라 술병을 잡을 때 마다 칼로리가 보이면 눈에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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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성이 생기지 않을까. … 무의식적으로 내가 이거 몇 칼로리를 알고
있는 거랑 눈에 보이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AM5, 남, 30대)
각자 자신이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만예방과 관리
를 위한 노력을 실천하고 있는 연구 참가자들에게 보다 필요한 정보
는 일반적인 체중 조절 방법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노력의 과정에서
판단을 도와주는 구체적인 정보나 과정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자신의
신체 변화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이나 체성
분 측정기 등을 이용해서 자신이 실천하고 있는 노력의 방법이 적합
한 것인지에 대해 확인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보를 요구하기에는 심리적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되고 보
건소를 이용하기에는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
다 자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어디까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내 건강 체크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라든가 이런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내 주변에 있다면 좀 더
활용을 함으로써 나한테 부족한 점, 내가 지금 해야 될 것들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할 수 있겠죠. 있으면 좋겠죠. 아무래도. 주변에.”(BM1, 남, 30대)
“보건소도 멀어요. 동사무소는 그래도 가까이에 있으니까 그 쪽을 잘
활용을 하는. 장소도 넓고 하니까 동사무소 마다 인바디 하나씩 있어야
돼.”(AF6, 여,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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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만예방 및 관리 경험의 재구성과 개선방안

그림 12. 포토보이스 연구 결과 종합

본 연구의 참가자들과 포토보이스 연구를 통해 ‘비만예방․관리’ 에
대한 인식과 실천 노력의 경험, 영향요인 등에 대하여 확인하였다(그
림 12).
연구 참가자들은 각자 목적과 실천 방법은 다르더라도 모두 비만예
방과 관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노력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자
신의 건강이나 성취감의 달성을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가족의 행복을
지키거나 사회적으로 선호하고 기대되는 외모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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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였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체중감량을 필수 요건으로 생각하
며 적정 체중의 유지보다는 날씬한 몸매를 위한 노력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체중 조절은 칼로리의 섭취를 줄이고 소비를 늘려야만 가능하다는
이론적 이해와 같이 모든 참가자들은 비만관리를 위해서 신체활동량
을 늘리고 음식섭취량을 줄여야 한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
체활동에 대해서는 흔히 권고되는 실천방법에 대한 ‘정답’을 알고 있
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 식생활은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거나 정확
한 실천방법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바람직한 식생활은 신선한 식재료로 집에서 만든 건강한 식단
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실천이 어려운 식환경과 술자리
가 잦은 식문화, 그와 더불어 최근 점차 증가하고 있는 먹거리 유혹
에의 증가가 이러한 노력을 방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개
인적인 노력으로 통제하기 어렵고 단기간에 변화되기 어려운 환경의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노력을 실천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데” 혹은 “하려고는 하는데” 못하고 있다거나
“의지가 약하다” 는 등 본인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때 많은 연구 참가자들에게서 언급된 ‘의지’ 가 의미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 해 볼 수 있다. 신체활동량의 증진이
나 바람직한 식생활의 실천과 같이 앞서 살펴 본 비만예방과 관리의
촉진 행동들을 실천하고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 대한 것이 첫
번째 의미이고, 비만예방과 관리에 방해가 되는 식생활을 지속하거나
신체활동을 방해하는 요인들에 대한 다양한 ‘유혹’을 이겨내기 위한
‘자제력’ 혹은 ‘절제’ 등으로 대표되는 것이 그 두 번째 의미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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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싶은 것, 그리고 하기 싫은 것을 참고, 생활습관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하는 과정이 중요하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므로 굳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참가자들은 스스로 환경의 제약을 극복하고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한 노력을 실천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동기를 강화하기 위
한 노력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많은 참가자들이 실천 과
정의 어려움을 통해 경험했던 바와 같이 이러한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다 효과적인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의 노력이든
일상생활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천
할 수 있는 노력이어야 지속적인 실천이 가능하다. 따라서 누구나 일
상 속에서 큰 비용의 부담 없이, 그리고 많은 시간 할애의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노력이 가능한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그 동안 국내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한 지침은 주로 개인적 관점의
생활습관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나 환경의 개선을 통해 개개인
비만예방과 관리의 노력을 촉진하고자 하는 시도가 일부 시작되어 왔
다. 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내 운동시설 확충, 자전거도로 확
장, 걷기 코스 조성 등 신체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으나 그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부족했던 실정이다. 포토보이스 연
구 결과를 통해 확인해 본 바, 근접한 거리의 이와 같은 시설들은 실
제로 개인의 신체활동 실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순히 물리적 환경을 확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
제로 이러한 환경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여 신체활동량을 늘리
고 그를 통해 비만예방과 관리의 노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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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일상 속에서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리적․금전적․
문화적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대부분 도
보로 이동 가능한 근접한 거리에 적은 비용으로 시간적 제약 없이 이
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를 선호하는 것에 비해 구립 시설이나 보
건소의 경우 구 내 주민들이 모두 이용하기에는 지리적 접근성이 떨
어지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주민
센터나 관 내 학교, 혹은 민간 시설들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시설이나 장소가 이용
하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비와 관리도 반드시 필요하
다.
신체활동의 실천보다 더욱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실천이 어려운 식
생활의 경우, 물리적 환경과 함께 사회문화적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랜 관습으로 자리 잡은 식문화는 단기
간의 노력으로 변화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고 식환경의 경우에도
산업적인 측면과 미디어의 영향 등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제도적인 개입이 쉽지 않은 영역이다. 그러나 비만예방
과 관리를 위한 식생활 변화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다면 사회적인
인식 변화를 통한 개선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정보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먹거리에 대한 노출이 잦아지
는 환경이 비만예방과 관리에 긍정적인 방향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건강한 식음료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보다 쉽게 식단을 구성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주며 정확한 영양정보를 제공하여
스스로 건강한 식품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
다.
한편 연구를 진행하면서 ‘비만예방과 관리’ 라는 주제로 사진을 촬

- 92 -

영하고 토론을 진행했음에도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체중 감량’ 을 목
적으로 하는 ‘다이어트’ 라고 인식하고 답변을 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참가자들의 언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무
조건적인 체중감량 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한 비만예방 및
관리의 방향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사회적 편견에 따라 비
만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적절하게 비만을 관리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찾고 노력하기 이전에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소외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도 함께 강
조되어야 한다.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한 생활습관은 결국 개개인이 스스로 결정하
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의 방향이 비만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과 함
께 개개인이 쉽게 본인의 건강상태의 변화과정을 확인하여 충분히 인
지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실천
의 과정이 단기간의 노력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의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사회문화적인 인식의 개선과 모두가 함께 노력
할 수 있는 분위기의 조성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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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비만 경험에 대한 다수준분석 결과

1. 성인의 비만 경험 영향요인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인의 비만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분석의 대상에 포함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았다(표
12). 전체 연구대상자 337,136명 중 BMI 25 이상의 비만인 응답자는
24.6%인 82,887명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만율의 분포는 모두 유의한 차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p<.0001). 전체 남성 응답자 중 31.4%가 비만
으로 확인된 반면, 여성의 경우 18.5%로 적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비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최종학력이 낮
을수록 비만율이 높았으며, 직업에 따라서는 비사무직인 경우 비만율
이 27.4%로 사무직이나 기타 직업(주부, 학생 등)에 비해 높았다. 혼
인상태에 따라서는 현재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의 비만
율이(26.4%) 그렇지 않은 경우(20.0%)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한편 건강행동 실천 여부에 따른 비만율의 분포를 살펴보면, 흡연
여부에 따라서는 과거흡연자라고 응답한 대상자들 중 34.9%가 비만
으로 나타나 비만율이 가장 높았고, 현재흡연자(29.3%), 비흡연자
(20.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 2회 이상 음주를 하는 응답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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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30.1%가 비만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22.9%)에 비해 비만율이 높
았다.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을 권고안에 따라 실천하고 있는 대상자들의
경우 비만율이 26.1%로 신체활동을 실천하지 않는 대상자들(24.1%)
보다 높았던 반면, 걷기를 권고안에 따라 실천하고 있는 대상자들의
비만율(23.8%)은 걷기를 실천하지 않는 대상자들의 비만율(25.2%)보
다 낮아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저염식을 실천하고 있는 대상자들 중에
는 23.8%가 비만으로, 저염식을 실천하고 있지 않은 대상자들의 비만
율(25.1%)에 비해 낮았으며, 가공식품을 구입하거나 선택할 때 영양
표시를 확인한다고 응답한 대상자들 중에는 20.3%가 비만으로, 가공
식품을 구입하지 않거나(25.8%) 가공식품 구입 시 영양표시를 확인하
지 않는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의 비만율(27.2%)보다 낮았다.
수면 시간에 따라서는 일 평균 수면시간이 길수록 비만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라고 응답한 대
상자들 중에는 26.5%가 비만으로 확인되어 그렇지 않은 대상자들보
다(23.8%) 높았다. 한편 주관적 건강수준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응답
자들에게서 비만율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만율의 분포만으로는 다른 요
인들의 영향이나 비만 발생과의 선후관계를 고려할 수 없으므로 명확
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연구대상자의 사회
경제적 수준에 따른 비만율의 분포를 살펴보면 대체로 사회경제적 수
준이 낮은 집단의 비만율이 높고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단의 비
만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사회경제적 수
준과 비만 발생의 관계와 동일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건강행동 실천 여부에 따라서도 대체로 비만예방과 관리를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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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할 수 있는 건강행동을 실천하고 있는 대상자들의 비만율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체활동의 경우, 중등도 이상 신체활
동과 걷기 실천 여부에 따른 비만율의 분포가 다른 경향을 보이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권고안에 따라 꾸준히 걷기를 실천하고 있는 대상
자들의 경우 비만예방 및 관리를 촉진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걷기 실천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중등도 이상의 운동 실천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다 심화된 신체활동의 필요가 있는 대상자들인 경
우가 많으므로 비만율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한편 비만의 정의를 국제 기준에 따라 BMI 30 이상으로 재설정하
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만율의 분포를 살펴 본 결과,
전체 연구대상자 337,136명 중 BMI 30 이상인 응답자는 7,638명으로
약 2.3% 였다. 대부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만율 분포도 동일한
경향을 보였으나 연령의 경우 연령이 낮은 대상자일수록 BMI 30 이
상인 대상자의 비율이 높아 반대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청년층 고도비만율이 가장 높고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최근의 빅
데이터 분석 결과(국민건강보험공단, 2014)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식
생활과 생활습관의 변화 등으로 인한 비만율의 증가로 이어진다면 향
후 비만과 관련된 문제의 규모가 더 커질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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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성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n(%)

BMI<25

BMI≥25

Total

108,192 (68.6)
146,057 (81.5)

49,637 (31.4)
33,250 (18.5)

157,829 (46.8)
179,307 (53.2)

19-34세

68,371 (81.1)

15,913 (18.9)

84,284 (25.0)

35-49세

96,321 (74.7)

32,542 (25.3)

128,863 (38.2)

50-64세

89,557 (72.2)

34,432 (27.8)

123,989 (36.8)

30,822 (73.9)

10,865 (26.1)

41,687 (13.2)

2분위

72,662 (74.4)

25,024 (25.6)

97,686 (30.9)

3분위

67,732 (75.8)

21,647 (24.2)

89,379 (28.3)

66,623 (76.6)

20,335 (23.4)

86,958 (27.5)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남성
여성
연령***

***

가구소득
1분위

(결측 21,426건)

4분위
***

교육수준

(결측 681건)

중졸이하
고졸

56,649 (70.4)
108,324 (76.8)

23,765 (29.6)
32,774 (23.2)

80,414 (23.9)
141,098 (41.9)

대졸이상

88,757 (77.2)

26,186 (22.8)

114,943 (34.2)

62,983 (76.2)

19,713 (23.8)

82,696 (24.6)

114,562 (72.6)

43,340 (27.4)

157,902 (46.9)

기타
76,394 (79.5)
***
혼인상태
(결측 286건)

19,731 (20.5)

96,125 (28.5)

***

직업

(결측 413건)

사무직
비사무직

배우자 없음

76,737 (80.0)

19,183 (20.0)

95,920 (28.5)

배우자 있음

177,283 (73.6)

63,647 (26.4)

240,930 (71.5)

57,654 (70.7)
30,172 (65.1)

23,874 (29.3)
16,148 (34.9)

81,528 (24.2)
46,320 (13.7)

166,371 (79.5)

42,854 (20.5)

209,225 (62.1)

건강수준 및 건강행동
흡연*** (결측 63건)
현재흡연자
과거흡연자
비흡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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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결측 95건)
주 2회 미만
199,387 (77.1)
주 2회 이상

54,786 (69.9)
***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안함

59,332 (22.9)

258,719 (76.8)

23,536 (30.1)

78,322 (23.2)

(결측 1,315건)

193,778 (75.9)

61,627 (24.1)

255,405 (76.1)

59,441 (73.9)

20,975 (26.1)

80,416 (23.9)

걷기
(결측 641건)
실천안함
147,368 (74.8)

49,536 (25.2)

196,904 (58.5)

33,225 (23.8)

139,618 (41.5)

155,249 (74.9)

51,946 (25.1)

207,195 (61.5)

98,988 (76.2)

30,940 (23.8)

129,928 (38.5)

97,323 (79.7)

24,811 (20.3)

122,134 (36.3)

134,694 (72.8)

50,321 (27.2)

185,015 (55.0)

21,905 (74.2)

7,625 (25.8)

29,530 (8.8)

실천함
***

실천함
***

저염식

106,393 (76.2)
(결측 13건)

실천안함
실천함
***

영양표시 확인
확인함

(결측 457건)

확인안함
가공식품 미섭취
***

평균 수면시간

(결측 92건)

7시간 미만

106,499 (73.4)

38,561 (26.6)

145,060 (43.0)

7-8시간
8시간 이상

138,985 (76.9)
8,699 (77.1)

41,719 (23.1)
2,581 (22.9)

180,704 (53.6)
11,280 (3.3)

185,367 (76.2)

58,028 (23.8)

243,395 (72.2)

68,805 (73.5)

24,839 (26.5)

93,644 (27.8)

스트레스*** (결측 97건)
적게 받는 편
많이 받는 편
***

주관적 건강수준

(결측 40건)

좋음
보통

120,911 (77.7)
105,552 (74.7)

34,764 (22.3)
35,700 (25.3)

155,675 (46.2)
141,252 (41.9)

나쁨

27,759 (69.1)

12,410 (30.9)

40,169 (11.9)

Total

254,249 (75.4)

82,887 (24.6)

337,136 (100.0)

*

p < .05, **p < .01,

***

p < .001 : χ2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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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인의 비만 경험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은 연구대상자의 비만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 수준
의 요인과 지역 수준의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 본 다수준 로지스틱 회
귀분석의 결과이다(표 13). 먼저 다른 독립변수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
았을 때 비만 여부에 대한 지역별 변이를 확인해 본 분석모형 1에 따
른 분석 결과, 시군구 별 비만율은 유의한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p<.0001). 지역 수준의 분산은 0.022(S.E=0.002)로, 전체 종
속변수의 분산 중 지역 수준의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기 위
해 급내상관계수(ICC: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
해 본 결과, ICC 값은 약 0.007로, 전체 분산 중 지역 수준의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0.7% 정도임을 알 수 있다.
개인 수준의 변수들과 개인의 비만 발생과의 관계를 살펴 본 분석
모형 2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성에 비해 남성 응답자들에게 비만
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수준
과 최종학력은 낮을수록 비만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건강행동 실천 여부에 따라서는 비흡연자에 비해 현재흡연자는 비
만 발생이 더 적었으나 과거흡연자에서는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 2회 이상 음주를 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비만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이나
저염식 실천 여부에 따라서는 비만 발생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 권고안에 따라 걷기를 실천하는 대상자들에서는 비만이 더 적
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가공식품 구입 혹은 선택 시 영양표
시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에 비해 영양표시를 확인하
는 경우 비만이 더 적게 발생하였다. 또한 일 평균 수면시간이 7-8시
간인 응답자들에 비해 7시간 미만 취침하는 응답자들에게서, 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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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적게 받는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에 비해 많이 받는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에게서 비만 발생이 더 많았다.
지역 수준의 환경적 요인들이 개인의 비만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분석모형 3의 분석 결과, 모형에 포함된 일부 환경적 요인들
이 개인의 비만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 수준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 중 대졸 이상 인
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들일수록 비만이 적게 발생하
고 있었다. 지역 내 인구 1000명 당 분식점 수가 많은 지역에 거주하
는 대상자들에게서 비만이 더 적게 발생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
으며, 그 외에는 객관적 수준에서 측정한 물리적 환경의 변수들의 영
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주관적 수준에서 측정한 물리적 환경의 변수
들 가운데에는 지역 내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에 대한 만족도가 크고
지역 내 운동시설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들에게서 비
만이 더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
도는 비만을 더 많이 발생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편 개인 수준과 지역 수준의 변수들을 모두 포함한 분석모형 4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개인 수준의 영향요인들을 모두 통제한 후에는
분식점 수에 따른 영향은 5% 유의수준에서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
다(p=0.058). 또한 분석모형 3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변수
중 지역 내 안전 수준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지역에서 비만
이 더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 모형이 가지고 있는 분산은 개인 수준의 변수, 지역 수
준의 변수를 추가할수록 점차 감소하여 이러한 변수들이 성인의 비만
경험을 보다 잘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지역 수준의 변수만을 분석했을 때에는(모형 3) 유의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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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않았던 지역 내 안전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개인적인 특성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뒤에는(모형 4) 비만 발생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유
의하게 나타나 개인 수준을 넘어서 거주 지역 내 안전수준이 개인의
비만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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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성인의 비만 경험 영향요인에 대한 다수준 로지스틱 분석 결과
Model 2
Model 3
Model 4
Estimate SE Pr > |t| Estimate SE Pr > |t| Estimate SE Pr > |t|
Fixed Effects
개인수준
성별 (Ref.남성)
연령 (Ref.19-34세)

여성
35-49세
50-64세
가구소득 (Ref.4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교육수준 (Ref.대졸이상)
중졸이하
고졸
직업 (Ref.사무직)
비사무직
기타
혼인상태 (Ref.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흡연 (Ref.비흡연자)
현재흡연자
과거흡연자
음주 (Ref.주 2회 미만)
주 2회 이상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Ref.미실천) 실천
걷기 (Ref.미실천)
실천
저염식 (Ref.미실천)
실천
영양표시 확인 (Ref.미확인)
확인

-0.696
0.187
0.144
0.085
0.073
0.033
0.363
0.030
-0.019
-0.022
-0.267
-0.060
0.150
0.032
0.001
-0.059
0.004
-0.075

0.013
0.013
0.015
0.016
0.012
0.012
0.015
0.011
0.012
0.014
0.011
0.014
0.015
0.011
0.010
0.009
0.00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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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001
<.001
<.001
<.001
0.005
<.001
0.007
0.115
0.117
<.001
<.001
<.001
0.003
0.893
<.001
0.636
<.001

-0.693
0.194
0.150
0.084
0.071
0.031
0.352
0.023
-0.021
-0.016
-0.265
-0.052
0.156
0.033
0.000
-0.057
0.005
-0.078

0.013
0.013
0.015
0.016
0.012
0.012
0.016
0.011
0.012
0.014
0.012
0.014
0.015
0.011
0.010
0.009
0.009
0.010

<.001
<.001
<.001
<.001
<.001
0.011
<.001
0.042
0.090
0.267
<.001
0.000
<.001
0.002
0.992
<.001
0.610
<.001

수면시간 (Ref.7-8시간)
스트레스 (Ref.적게 받는 편)
지역수준
인구밀도
재정자립도
대졸 이상 인구 비율
인구 1인 당 자동차 등록 대 수
공원 면적
인구 1000명 당 체육시설 수
보행자안전 교통안전지수
인구 1000명 당 패스트푸드점 수
인구 1000명 당 분식점 수
인구 1000명 당 주점 수
지역 내 안전수준 만족도
지역 내 자연환경 만족도
지역 내 생활환경 만족도
지역 내 대중교통 만족도
지역 내 운동시설 접근성
지역 내 영양교육 및 상담 참여율
지역 내 운동프로그램 참여율
Random Effects
σ2

가공식품 미섭취
7시간 미만
8시간 이상
많이 받는 편

-0.086
0.156
0.031
0.140

0.016
0.009
0.025
0.009

<.001
<.001
0.203
<.001
0.003
0.026
-0.643
-0.004
-0.703
0.003
-0.060
0.058
-0.063
0.008
-0.229
0.271
-0.014
-0.268
-0.260
0.433
0.268

0.013 0.002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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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
0.069
0.137
0.184
0.501
0.007
0.061
0.042
0.032
0.009
0.152
0.133
0.159
0.096
0.088
0.277
0.230

0.159
0.704
<.001
0.981
0.161
0.694
0.323
0.161
0.048
0.353
0.134
0.044
0.930
0.005
0.003
0.118
0.243

0.010 0.001 <.001

-0.088
0.159
0.030
0.143

0.016
0.009
0.025
0.010

<.001
<.001
0.242
<.001

0.004
0.081
-0.351
-0.009
-0.697
0.001
-0.055
0.056
-0.060
0.009
-0.466
0.297
0.074
-0.253
-0.190
0.503
0.207

0.002
0.069
0.138
0.184
0.498
0.008
0.061
0.041
0.032
0.009
0.152
0.133
0.159
0.095
0.090
0.286
0.238

0.059
0.242
0.011
0.963
0.161
0.887
0.365
0.173
0.058
0.293
0.002
0.026
0.644
0.008
0.034
0.079
0.383

0.009 0.001 <.001

3) 성별에 따른 성인 비만 경험 영향요인 분석 결과
다음은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성별에 따라 층화하여 실시한
결과이다(표 14, 표 15). 먼저 다른 독립변수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
을 때 비만 여부에 대한 지역별 변이를 확인해 본 분석모형 1에 따른
분석 결과, 남성과 여성에서 모두 시군구 별 비만율은 유의한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001). 그러나 지역 수준의 분산은 남성
의 경우 0.014(S.E=0.002), 여성의 경우 0.073(S.E=0.007)로 여성의
경우 지역 수준의 분산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ICC 값도 남성
에서는 0.004로 작았던 반면, 여성에서는 0.020로 크게 나타나 남성
보다 여성에서 지역 간 변이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개인 수준의 변수들과 개인의 비만 발생과의 관계를 살펴 본 분석
모형 2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경제적 특성들이 남성과 여성의
비만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
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비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성에
서는 50세 이후로는 20,30대에 비해 비만이 더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남성의 경우 소득수준과 최종학력이 낮을수록 비만이 적게 발생
한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소득수준과 최종학력이 낮을수록 비만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직업에 따라서도 남성은 사무직
에 비해 비사무직이나 기타 직업인 경우 비만이 더 적게 발생하였으
나 여성의 경우 사무직에 비해 비사무직이나 기타 직업인 경우 비만
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남녀
모두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비만이 더 많이 발생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강행동 실천 여부에 따라서는 남녀 모두에서 비흡연자에 비해 과
거흡연자의 경우 비만이 더 많이 발생하였으며, 권고안에 따라 걷기
를 실천하는 대상자들에서는 남녀 모두 비만이 더 적게 발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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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인되었다. 남성의 경우에는 주 2회 이상 음주를 하는 경우 음
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비만이 더 많이 발생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반대로 주 2회 이상 음주를 하는 경우 비만이 더 적게 발생
했다.
식습관과 관련해서는 여성의 경우 저염식 실천을 하는 경우 비만이
저 많이 발생한 반면, 남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
러나 가공식품 선택이나 구매 시 영양표시를 확인하는 여성들에게는
비만이 적게 발생한 반면, 남성들의 경우 비만이 더 많이 발생하여
성별에 따라 다른 영향력을 보였다. 한편 일 평균 수면시간이 7-8시
간인 응답자들에 비해 7시간 미만 취침하는 응답자들에게서 남녀 모
두 비만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여성의 경우 8시간 이상 취침
하는 경우에도 비만이 더 많이 발생했다. 또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의 비만 발생도 남녀 모두에서 더 많았다.
개인요인의 특성을 통제하고 환경요인의 영향을 살펴 본 분석모형
4의 결과도 성별에 따라 일부 차이가 확인되었다. 지역 내 사회경제
적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들 중 대졸 이상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비만이 더 적게 발생한 반면, 남성들의 경우 지역
내 경제적 환경과 비만 발생과의 연관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주점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남성들은 비만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여성들은 객관적 수준에서 측정
한 환경 요인들의 영향력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지역 내 안전수준
이 높고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남녀
모두, 그리고 운동시설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에게
서 비만이 적게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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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성인 남성의 비만 경험 영향요인에 대한 다수준 로지스틱 분석 결과
Model 2
Model 3
Model 4
Estimate SE Pr > |t| Estimate SE Pr > |t| Estimate SE Pr > |t|
Fixed Effects
개인수준
연령 (Ref.19-34세)

35-49세
50-64세
가구소득 (Ref.4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교육수준 (Ref.대졸이상)
중졸이하
고졸
직업 (Ref.사무직)
비사무직
기타
혼인상태 (Ref.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흡연 (Ref.비흡연자)
현재흡연자
과거흡연자
음주 (Ref.주 2회 미만)
주 2회 이상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Ref.미실천) 실천
걷기 (Ref.미실천)
실천
저염식 (Ref.미실천)
실천
영양표시 확인 (Ref.미확인)
확인
가공식품 미섭취

-0.015
-0.192
-0.085
-0.036
-0.033
-0.071
-0.085
-0.262
-0.063
-0.280
-0.044
0.231
0.102
-0.005
-0.086
-0.033
0.052
-0.065

0.017
0.020
0.022
0.016
0.015
0.020
0.014
0.023
0.015
0.016
0.015
0.016
0.012
0.013
0.012
0.013
0.01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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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88
<.001
0.000
0.020
0.028
0.001
<.001
<.001
<.001
<.001
0.003
<.001
<.001
0.728
<.001
0.011
0.000
0.004

-0.009
-0.189
-0.087
-0.038
-0.036
-0.081
-0.093
-0.253
-0.065
-0.280
-0.034
0.240
0.104
-0.005
-0.083
-0.032
0.045
-0.069

0.017
0.020
0.023
0.016
0.015
0.021
0.015
0.023
0.015
0.016
0.015
0.017
0.012
0.013
0.012
0.013
0.015
0.023

0.618
<.001
0.000
0.018
0.021
0.000
<.001
<.001
<.001
<.001
0.027
<.001
<.001
0.691
<.001
0.015
0.002
0.002

수면시간 (Ref.7-8시간)
스트레스 (Ref.적게 받는 편)
지역수준
인구밀도
재정자립도
대졸 이상 인구 비율
인구 1인 당 자동차 등록 대 수
공원 면적
인구 1000명 당 체육시설 수
보행자안전 교통안전지수
인구 1000명 당 패스트푸드점 수
인구 1000명 당 분식점 수
인구 1000명 당 주점 수
지역 내 안전수준 만족도
지역 내 자연환경 만족도
지역 내 생활환경 만족도
지역 내 대중교통 만족도
지역 내 운동시설 접근성
지역 내 영양교육 및 상담 참여율
지역 내 운동프로그램 참여율
Random Effects
σ2

7시간 미만
8시간 이상
많이 받는 편

0.140 0.012 <.001
0.031 0.036 0.393
0.074 0.013 <.001

0.142 0.012 <.001
0.026 0.037 0.477
0.078 0.013 <.001
0.005
0.028
0.285
0.218
-0.358
-0.002
-0.067
0.043
-0.100
0.027
-0.515
0.340
0.107
-0.273
-0.114
0.584
0.255

0.013 0.002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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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
0.082
0.162
0.221
0.587
0.009
0.072
0.049
0.038
0.011
0.180
0.157
0.190
0.113
0.111
0.360
0.295

0.055
0.737
0.078
0.324
0.542
0.841
0.352
0.378
0.008
0.010
0.005
0.031
0.574
0.017
0.304
0.105
0.387

0.012 0.002 <.001

0.005
-0.059
0.011
0.237
-0.353
0.005
-0.079
0.010
-0.070
0.024
-0.468
0.358
0.029
-0.213
-0.104
0.772
0.193

0.003
0.081
0.161
0.218
0.574
0.010
0.071
0.048
0.037
0.010
0.178
0.154
0.187
0.111
0.112
0.366
0.300

0.050
0.464
0.945
0.276
0.539
0.623
0.263
0.836
0.059
0.021
0.009
0.021
0.877
0.056
0.354
0.035
0.520

0.011 0.002 <.001

표 15. 성인 여성의 비만 경험 영향요인에 대한 다수준 로지스틱 분석 결과
Model 2
Model 3
Model 4
Estimate SE Pr > |t| Estimate SE Pr > |t| Estimate SE Pr > |t|
Fixed Effects
개인수준
연령 (Ref.19-34세)

35-49세
50-64세
가구소득 (Ref.4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교육수준 (Ref.대졸이상)
중졸이하
고졸
직업 (Ref.사무직)
비사무직
기타
혼인상태 (Ref.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흡연 (Ref.비흡연자)
현재흡연자
과거흡연자
음주 (Ref.주 2회 미만)
주 2회 이상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Ref.미실천) 실천
걷기 (Ref.미실천)
실천
저염식 (Ref.미실천)
실천
영양표시 확인 (Ref.미확인)
확인
가공식품 미섭취

0.374
0.482
0.253
0.223
0.125
0.795
0.320
0.202
0.127
-0.269
0.040
0.255
-0.048
-0.028
-0.059
0.046
-0.083
-0.106

0.021
0.024
0.023
0.019
0.019
0.025
0.019
0.022
0.023
0.017
0.037
0.045
0.023
0.016
0.014
0.013
0.01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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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286
<.001
0.042
0.091
<.001
0.001
<.001
<.001

0.384
0.498
0.242
0.216
0.121
0.767
0.307
0.212
0.127
-0.263
0.053
0.249
-0.044
-0.031
-0.058
0.047
-0.082
-0.106

0.021
0.024
0.024
0.019
0.019
0.025
0.020
0.022
0.023
0.018
0.038
0.046
0.024
0.017
0.014
0.014
0.015
0.023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165
<.001
0.068
0.065
<.001
0.001
<.001
<.001

수면시간 (Ref.7-8시간)
스트레스 (Ref.적게 받는 편)
지역수준
인구밀도
재정자립도
대졸 이상 인구 비율
인구 1인 당 자동차 등록 대 수
공원 면적
인구 1000명 당 체육시설 수
보행자안전 교통안전지수
인구 1000명 당 패스트푸드점 수
인구 1000명 당 분식점 수
인구 1000명 당 주점 수
지역 내 안전수준 만족도
지역 내 자연환경 만족도
지역 내 생활환경 만족도
지역 내 대중교통 만족도
지역 내 운동시설 접근성
지역 내 영양교육 및 상담 참여율
지역 내 운동프로그램 참여율
Random Effects
σ2

7시간 미만
8시간 이상
많이 받는 편

0.105 0.013 <.001
0.150 0.034 <.001
0.191 0.014 <.001

0.112 0.014 <.001
0.151 0.035 <.001
0.192 0.015 <.001
0.004
0.013
-1.862
-0.262
-1.241
0.010
-0.050
0.064
-0.013
-0.012
0.008
0.272
-0.163
-0.260
-0.427
0.450
0.399

0.023 0.003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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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
0.093
0.186
0.247
0.671
0.011
0.080
0.055
0.042
0.012
0.202
0.176
0.210
0.127
0.122
0.395
0.327

0.197
0.887
<.001
0.288
0.065
0.378
0.531
0.245
0.761
0.297
0.970
0.124
0.439
0.041
0.001
0.256
0.223

0.015 0.002 <.001

0.004
0.230
-0.959
-0.293
-1.138
0.003
-0.035
0.095
-0.043
-0.010
-0.427
0.262
0.071
-0.285
-0.288
0.356
0.273

0.003
0.092
0.185
0.243
0.657
0.012
0.078
0.054
0.041
0.012
0.199
0.172
0.207
0.124
0.123
0.406
0.335

0.201
0.013
<.001
0.228
0.083
0.812
0.654
0.079
0.300
0.392
0.033
0.130
0.732
0.023
0.020
0.380
0.415

0.013 0.002 <.001

4) 성인의 비만 경험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고찰
성인의 비만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1년
과 2012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와 다양한 자료원을 통해 구성한 개
인과 지역수준의 변수들을 포함한 다수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면 표 16과 같다.
표 16. 성인 비만 경험 영향요인에 대한 다수준분석 결과 종합
Fixed Effects

전체

남성

여성

개인수준
성별 (ref.남성)

여성

-

N/A

N/A

연령 (ref.19-34세)

35-49세

+

0

+

50-64세

+

-

+

1분위

+

-

+

2분위

+

-

+

3분위

+

-

+

중졸이하

+

-

+

고졸

+

-

+

비사무직

0

-

+

가구소득 (ref.4분위)

교육수준 (ref.대졸이상)
직업 (ref.사무직)

기타

0

-

+

혼인상태 (ref.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

-

-

흡연 (ref.비흡연자)

현재흡연자

-

-

0

과거흡연자

+

+

+

주 2회 이상

+

+

0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ref.미실천) 실천

0

0

0

걷기 (ref.미실천)

실천

-

-

-

저염식 (ref.미실천)

실천

0

-

+

영양표시 확인 (ref.미확인)

확인

-

+

-

가공식품 미섭취

-

-

-

7시간 미만

+

+

+

8시간 이상

0

0

+

많이 받는 편

+

+

+

음주 (ref.주 2회 미만)

수면시간 (ref.7-8시간)
스트레스 (ref.적게 받는 편)
지역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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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밀도

0

0

0

재정자립도

0

0

0

대졸 이상 인구 비율

-

0

-

인구 1인 당 자동차 등록 대 수

0

0

0

공원 면적

0

0

0

인구 1000명 당 체육시설 수

0

0

0

교통약자영역 교통문화지수

0

0

0

인구 1000명 당 패스트푸드점 수

0

0

0

인구 1000명 당 분식점 수

0

0

0

인구 1000명 당 주점 수

0

+

0

지역 내 안전수준 만족도

-

-

-

지역 내 자연환경 만족도

+

+

0

지역 내 생활환경 만족도

0

0

0

지역 내 대중교통 만족도

-

-

-

지역 내 운동시설 접근성

-

0

-

지역 내 영양교육 및 상담 참여율

0

+

0

지역 내 운동프로그램 참여율

0

0

0

0.007

0.004

0.022

Random Effects
ICC

개인수준 변수들의 분석 결과는 대체로 연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비만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선행연구
에서 밝히고 있는 특성들과 동일한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건강생활
습관에 따른 분석 결과도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비만의 결정요인들
에 따른 영향력과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영향요인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개인수준
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은 대부분 비만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성별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다.
남성의 경우 대체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응답자들에게서 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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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었던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사회경제적 수준
이 낮을수록 비만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강행동
의 실천 여부와 비만 발생과의 관계는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
으나 권고안에 따라 걷기를 실천하는 응답자들의 경우 남녀 모두에서
비만이 더 적게 발생하였으며, 수면시간이 짧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
는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은 남녀 모두 비만이 더 많이 발생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비만은 증가하는 결과가
확인되는데, 이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주로 섭취한다거나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환경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Martikainen, 1999; Sundquist,
1999).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사회의 환경이나 맥락에 따라 다른 양
상을 보이는데, 여성에 비해 남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한 한국 사회의
특성에 따라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남성의 경우 대체로 신체활동량
이 적고 좌식생활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확률이 높고 근로 시간이 길
어 규칙적인 신체활동의 실천이나 건강한 식품의 선택이 어려운 환경
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잦은 회식과 음주 등으로 인한 비만율의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 반면 여성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본인의 건강과 외모에 관심을 가지고 비만예방과 관
리를 실천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경향과 더불어 남성과는 달리 연
령 증가에 따른 비만율의 증가가 급격하게 나타나므로 이러한 특성들
이 영향을 미쳐 성별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지역수준의 환경적 요인들의 경우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남녀 모두 비만 발생의 위험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어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 환경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다양한 지역사회 내 물리적․사회적 환경요인들을 결정짓는 지
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개인적인 건강수준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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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칠 수 있다(Nelson, 2006). 특히 건강한 식생활과 신체활동의
실천이 가능한 여건이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내 사회경제적 환경
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객관적 수준의 지표로 측정한 물리적 환경 요인의 지표들
중에서는 지역 내 주점 수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또한 거주 지역 내 주점이 많이 분포할수록 남성 응답자들은 비
만 발생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반면 여성들에게는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포토보이스 연구에 참가했던 남성 참가자들에게 비
만예방 및 관리의 가장 큰 방해요인은 회식, 모임 등으로 인한 잦은
술자리였다. 거주지 혹은 직장 근처에 술자리를 가질 수 있는 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환경이 잦은 회식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며, 그로
인해 고열량의 식품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됨과 동시에 규칙적인 생활
습관 실천에도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여성들의 경우에도 모임으로
인한 술자리가 비만예방과 관리에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 언급되기도
하였으나 여성들에게는 당분 함량이 높은 고열량의 디저트와 음료 등
을 판매하는 카페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지역 내 물리적 환경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측정한 확인한 지
표들 중에는 안전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거나 대중
교통의 접근성이나 이용편의성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지역에 거주
하는 경우 남녀 모두 비만 발생의 위험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남성에게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운동시설의 접근성
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의 경우 비만 발생의 위험이 적은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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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석 결과는 지역 내 환경적 요인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기에 유리한 환경일수록 비만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걷기와 관련
된 지역사회 환경과 비만 간의 관련성을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차이에
따라 분석한 Frank 등(2008)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택지 밀집도가
크고, 거리 간 이동이 용이하며 용지 활용이 걷기를 실천하기에 유리
한 지역일수록 비만 인구가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인구밀도와
거주지역 밀집도, 토지 이용의 다양성, 대중교통 편의성, 자전거 도로
설치 여부, 관련 시설 접근성, 걷기와 관련된 지역사회의 도보 이동
용이성 등의 지역적 특성도 지역 주민의 비만과 비만관리 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Feng, 2010; Saelens, 2009;
Frank, 2008; Sallis, 2006).
또한 본 연구의 포토보이스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운동시설을 이용
하여 신체활동량을 증진시키는 것 외에도 출퇴근 혹은 등하교 시 대
중교통을 이용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신체활동량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실제로 비만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
설이 갖추어져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목적지까지의 이동이 편리
한 경우 대중교통 활용으로 인한 비만예방과 관리의 노력도 촉진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남성들에 비해 특히 여성들의 경우 주관적인 환경에 대
한 인식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ICC 값의
차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한 모형의
ICC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나 지역 수준 변수들의 영향력이 남성에 비
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조사의 지역 구분은 등록된 거주
지를 중심으로 선정된 표본으로, 여성들의 경우 남성들에 비해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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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거주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반면, 남성들의 경
우 거주지보다는 근무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대상자의 주 생활터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제도적 환경에 대
한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비만예방과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보다 정확한 환경 요인의 탐색이 가능할 것이다.
다양한 물리적 환경들의 유의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선행연
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수준으로 지표들로 측정한 환경
요인들의 경우 유의한 영향력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지역 내 공원의
면적이나 체육시설의 수, 보행안전 정도를 대리할 수 있는 교통문화
지수 등 신체활동 실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측되는 지표들과
선행연구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던 지역 내 패
스트푸드점의 분포나 우리나라의 맥락적 배경에 따라 이와 유사한 역
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 분식점의 분포가 모두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지역 내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비롯하여 주관적 수준에서
측정한 환경 요인들은 객관적 수준에서 측정한 환경 요인들과는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지역 내 안전에 대해 주민들이
스스로 안전하다고 인식할수록,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운동시설을 쉽게 찾아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비만은
더 적게 발생하는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시군구 단위로 측정된 객관적 환경이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기에는 제한적일 수 있으며, 물리적 시설 환경의 확충도 중요
하지만 실제로 그 환경 요인들을 활용하여 신체활동을 실천하거나 비
만예방과 관리 행동의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각종 시설이나 환경
의 접근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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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의 비만 경험 영향요인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청소년의 비만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분석의 대상에 포함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았다(표 17).
전체 연구대상자 72,229명 중 체질량지수 기준 95백분위수 이상 또
는 체질량지수 25 이상으로 비만인 응답자는 9.1%인 6,591명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만율 분포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의 비만율이 12.1%로 여학생의 비만율
(5.9%)보다 높았고, 학년이 증가할수록 비만율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정의 경제
적 수준이 낮을수록 비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만율의 분포만으로는 다른 요
인들의 영향이나 비만 발생과의 선후관계를 고려할 수 없으므로 명확
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는 없으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비만율의 분포를 살펴보면 대체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의 비
만율이 높고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단의 비만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사회경제적 수준과 비만 발생의 관
계와 동일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건강생활습관에 따라서는 일정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좌식생활을 많이 하는 경우 비만율이 높았던 반면 중등도 이상 신체
활동 실천율이 높은 경우 비만율은 낮았으며, 탄산음료 섭취를 많이
하는 경우 비만율은 높았던 반면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식품 섭취를
많이 하는 경우 비만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신체활동과 식생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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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에 따른 비만율의 분포가 다르게 확인되었다.
단, 본 연구에서 활용한 청소년행태조사 자료는 단면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자료로, 비만예방과 관리의 필요성을 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
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비만예방과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방향으로 신체활동이나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으므로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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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청소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BMI<25

단위: n(%)
BMI≥25

Total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남성
여성

32,708 (87.9)
32,930 (94.1)

4,521 (12.1)
2,070 ( 5.9)

37,229 (51.5)
35,000 (48.5)

중1

11,262 (93.3)

814 ( 6.7)

12,076 (16.7)

중2

11,136 (92.2)

944 ( 7.8)

12,080 (16.7)

중3

11,135 (91.2)

1,076 ( 8.8)

12,211 (16.9)

고1
고2

10,954 (90.2)
10,789 (90.0)

1,196 ( 9.8)
1,195 (10.0)

12,150 (16.8)
11,984 (16.6)

10,362 (88.4)

1,366 (11.6)

11,728 (16.2)

중졸이하

14,177 (90.1)

1,561 ( 9.9)

15,738 (21.8)

고졸

22,432 (90.2)

2,434 ( 9.8)

24,866 (34.4)

29,029 (91.8)

2,596 ( 8.2)

31,625 (43.8)

상

19,741 (91.0)

1,958 ( 9.0)

21,699 (30.0)

중

31,279 (91.6)

2,874 ( 8.4)

34,153 (47.3)

하

14,618 (89.3)

1,759 (10.7)

16,377 (22.7)

2,252 (89.9)
63,386 (90.9)

252 (10.1)
6,339 ( 9.1)

2,504 ( 3.5)
69,725 (96.5)

학년***

고3
***

아버지 교육수준

대졸이상
가구 경제수준***

거주형태
기타 거주형태
가족과 함께 거주

건강수준 및 건강행동
주말 좌식생활***
일 2시간 미만

19,800 (91.9)

1,739 ( 8.1)

21,539 (29.8)

일 2-4시간

27,872 (91.1)

2,739 ( 8.9)

30,611 (42.4)

일 4시간 이상
17,966 (89.5)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2,113 (10.5)

20,079 (27.8)

4,047 ( 8.7)

46,724 (64.7)

실천안함

42,677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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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함
걷기

22,961 (90.0)

2,544 (10.0)

25,505 (35.3)

30,388 (90.8)

3,078 ( 9.2)

33,466 (46.3)

35,250 (90.9)

3,513 ( 9.1)

38,763 (53.7)

24,563 (90.5)

2,576 ( 9.5)

27,139 (37.6)

실천함
탄산음료 섭취

41,075 (91.1)

4,015 ( 8.9)

45,090 (62.4)

주 1회 미만

18,391 (91.2)

1,784 ( 8.8)

20,175 (27.9)

주 1회 이상

47,247 (90.8)

4,807 ( 9.2)

52,054 (72.1)

7,774 (89.3)

930 (10.7)

8,704 (12.1)

57,864 (91.1)

5,661 ( 8.9)

63,525 (87.9)

충분

18,639 (90.5)

1,964 ( 9.5)

20,603 (28.5)

보통

21,671 (90.5)

2,262 ( 9.5)

23,933 (33.1)

불충분

25,328 (91.5)

2,365 ( 8.5)

27,693 (38.3)

27,614 (90.7)
27,018 (90.9)

2,825 ( 9.3)
2,706 ( 9.1)

30,439 (42.1)
29,724 (41.2)

11,006 (91.2)

1,060 ( 8.8)

12,066 (16.7)

좋음

45,030 (91.7)

4,072 ( 8.3)

49,102 (68.0)

보통

16,227 (89.4)

1,918 (10.6)

18,145 (25.1)

나쁨
Total

4,381 (87.9)
65,638 (90.9)

601 (12.1)
6,591 ( 9.1)

4,982 ( 6.9)
72,229 (100.0)

실천안함
실천함
**

규칙적인 아침식사
실천안함

***

패스트푸드 혹은 인스턴트식품 섭취
주 1회 미만
주 1회 이상
평균 수면시간***

스트레스
많이 느낌
적게 느낌
느끼지 않음
***

주관적 건강수준

*

p < .05, **p < .01,

***

p < .001 : χ2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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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의 비만 경험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은 연구대상자의 비만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 수준
의 요인과 학교 수준의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 본 다수준 로지스틱 회
귀분석의 결과이다(표 18). 먼저 다른 독립변수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
았을 때 비만 여부에 대한 학교 간 변이를 확인해 본 분석모형 1에
따른 분석 결과, 학교 별 비만율은 유의한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p<.0001). 학교 수준의 분산은 0.144(S.E=0.014)로, 전체 종
속변수의 분산 중 학교 수준의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기 위
해 급내상관계수(ICC: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
해 본 결과, ICC 값은 약 0.042으로, 전체 분산 중 학교 수준의 분산
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2% 정도임을 알 수 있다.
개인 수준의 변수들과 개인의 비만 발생과의 관계를 살펴 본 분석
모형 2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들에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비만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교
육수준이 낮을수록 비만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가
정 내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는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건강행동 실천에 대한 요인들 중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여부에 따
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주말에 좌식생활을 하는 시
간이 길다고 응답한 대상자일수록 비만이 더 많았고, 매일 걷기를 권
고안에 따라 실천하는 응답자인 경우 비만이 더 적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 식습관 관련 요인들 중 규칙적인 아침식사를 실천하거나 탄산
음료,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식품을 주 1회 이상 섭취한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에게서 비만은 더 적었다. 또한 수면시간이 충분하다고 응답
한 대상자들에 비해 충분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에게서 비만
이 더 적게 발생하고 있었으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응답한 대
상자들의 비만 발생이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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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준의 환경적 요인들이 개인의 비만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분석모형 3의 분석 결과, 탄산음료를 주 1회 이상 섭취하는
학생이 많은 학교의 학생일수록 비만인 학생이 더 많았다. 한편 중등
도 이상 신체활동의 실천율이 높은 학교의 학생일수록 비만이 더 많
았으나 수업 중 체육시간이 많을수록, 교내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학
교일수록 학생들의 비만율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분석모형 4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개인 수준의 영향요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일부 학교 수준의 환경적 요인들이 학생 개인
의 비만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내 탄산음료,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식품을 주 1회 이상 섭취하는 학생이 많은 학
교의 학생일수록 비만은 더 많았고, 권고안에 따라 걷기를 실천하는
학생이 많은 학교의 학생일수록 비만은 더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 내 체육시간이나 영양교육 여부에 따른 학생들의 비만 여부는
개인 수준의 영향요인들을 통제한 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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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청소년의 비만 경험 영향요인에 대한 다수준 로지스틱 분석 결과

Fixed Effects
개인수준
성별 (Ref.남학생)
학년 (Ref.중1)

여학생
고3
고2
고1
중3
중2
아버지 학력 (Ref.대졸이상)
중졸이하
고졸
가구 경제수준 (Ref.상)
하
중
거주형태 (Ref.가족과 함께 거주) 기타
좌식생활 (Ref.일 2시간 미만)
4시간 이상
2-4시간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Ref.미실천) 실천

β

Model 2
SE

p

-0.867
0.602
0.420
0.393
0.283
0.148
0.196
0.153
0.049
-0.130
0.008
0.339
0.140
0.041

0.031
0.051
0.052
0.052
0.049
0.050
0.036
0.031
0.038
0.032
0.071
0.035
0.033
0.029

<.001
<.001
<.001
<.001
<.001
0.003
<.001
<.001
0.190
<.001
0.910
<.001
<.001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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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Model 3
SE

p

β

Model 4
SE

-0.826
0.618
0.439
0.408
0.286
0.150
0.163
0.128
0.035
-0.135
0.001
0.332
0.140
0.042

0.034
0.061
0.061
0.062
0.049
0.050
0.037
0.032
0.038
0.032
0.073
0.035
0.033
0.029

p

<.001
<.001
<.001
<.001
<.001
0.002
<.001
<.001
0.545
<.001
0.656
<.001
<.001
0.476

걷기 (Ref.미실천)
아침식사 (Ref.미실천)
탄산음료 (Ref.주 1회 미만)
인스턴트식품 (Ref.주 1회 미만)
수면시간 (Ref.충분)
스트레스 (Ref.느끼지 않음)
학교수준
탄산음료 섭취율
인스턴트식품 섭취율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걷기 실천율
주 당 체육시간
교내 영양교육 경험율
Random Effects
σ2

실천
실천
주 1회 이상
주 1회 이상
불충분
보통
많이 느낌
조금 느낌

-0.101
-0.066
-0.094
-0.316
-0.148
-0.026
0.236
0.113

0.042

0.027
0.027
0.032
0.031
0.035
0.033
0.040
0.039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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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0.017
0.003
<.001
<.001
0.446
<.001
0.004

<.001

-0.090
-0.055
-0.105
-0.335
-0.142
-0.025
0.240
0.116

0.027
0.028
0.032
0.032
0.035
0.034
0.040
0.039

<.001
0.355
0.879
<.001
<.001
0.536
<.001
0.002

1.712
0.477
0.975
-0.075
-0.303
-0.118

0.255
0.252
0.173
0.212
0.045
0.046

<.001 0.507 0.240
0.058 0.784 0.234
<.001 0.099 0.170
0.724 -0.466 0.194
<.001 -0.037 0.046
0.010 0.043 0.044

0.035
0.001
0.559
0.016
0.419
0.328

0.075

0.011

<.001

<.001

0.032

0.009

3) 성별에 따른 청소년 비만 경험 영향요인 분석 결과
다음은 청소년 비만 경험의 영향요인에 대한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성별에 따라 층화하여 실시한 결과이다(표 19, 표 20). 먼저
다른 독립변수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비만 여부에 대한 학교
별 변이를 확인해 본 연구모형 1에 따른 분석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학교 별 비만율은 유의한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0001).

그러나

학교

수준의

분산은

남학생의

경우

0.059

(S.E=0.012), 여학생의 경우 0.133(S.E=0.026)로 여학생의 경우 학교
수준의 분산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ICC 값도 남학생에서는
0.018로 작았던 반면, 여학생에서는 0.039로 약 2배 크게 나타나 남
학생보다 여학생에서 학교 간 변이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개인 수준의 변수들과 개인의 비만 발생과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
모형 2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학년이 높아
질수록,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비만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으나 가정 내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는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여학생의 경우 가정 내 경제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경
우에 비해 낮다고 응답한 대상자들 중 비만이 더 많았던 반면, 남학
생의 경우 가정 내 경제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경우에 비해 낮거나 중
간 정도라고 응답한 대상자들 중 비만이 더 많았다.
건강행동 실천 여부에 따라서는 남녀 모두에서 주말에 좌식생활을
하는 시간이 길다고 응답한 대상자일수록 비만이 더 많이 확인되었
고,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식품, 과자류를 섭취한다고 응
답한 대상자들에게서 비만은 더 적었다. 그러나 신체활동 실천 여부
에 따라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남학생의 경
우 매일 걷기를 권고안에 따라 실천하는 응답자인 경우 비만이 더 적
었던 반면, 여학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반면, 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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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 여부는 남학생의 비만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았으나 여학생의 경우 신체활동을 실천한다고 응답한 대상자
들에게서 비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녀 모두에서 스트레
스를 많이 받는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의 비만 발생이 더 많았다.
한편 학교 수준의 환경적 요인들이 개인의 비만 발생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 본 연구모형 3의 분석 결과, 학교 내 탄산음료를 주 1회
이상 섭취하는 학생이 많은 학교의 학생일수록 남녀 모두 비만은 더
많고, 학교 내 체육시간이 많은 학교의 학생일수록 남녀 모두 비만은
더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남학생의 경우 다른 변수들에 따른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반면,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
천율과 걷기 실천율이 높은 학교의 여학생일수록 비만은 더 적었다.
개인 수준의 영향요인들을 통제한 후 학교 수준의 환경요인들의 영
향을 살펴 본 연구모형 4의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모형 3의 분석 결
과와는 달리 탄산음료나 인스턴트식품의 섭취를 많이 하는 학교의 남
학생일수록 비만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학교 내 체육시
간과 영양교육의 실시 여부에 따른 비만율의 차이는 더 이상 나타나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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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남자 청소년 비만 경험 영향요인에 대한 다수준 로지스틱 분석 결과
β
Fixed Effects
개인수준
학년 (Ref.중1)

아버지 학력 (Ref.대졸이상)
가구 경제수준 (Ref.상)
거주형태 (Ref.가족과 함께 거주)
좌식생활 (Ref.일 2시간 미만)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Ref.미실천)
걷기 (Ref.미실천)

고3
고2
고1
중3
중2
중졸이하
고졸
하
중
기타
4시간 이상
2-4시간
실천
실천

Model 2
SE

0.600
0.360
0.418
0.314
0.169
0.138
0.122
-0.101
-0.179
-0.017
0.369
0.156
-0.020
-0.162

0.062
0.063
0.062
0.060
0.061
0.044
0.038
0.046
0.038
0.087
0.043
0.039
0.033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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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001
<.001
<.001
<.001
0.005
0.002
0.001
0.027
<.001
0.842
<.001
<.001
0.539
<.001

β

Model 3
SE

p

β

Model 4
SE

0.606
0.372
0.425
0.319
0.175
0.117
0.108
-0.116
-0.182
-0.002
0.365
0.156
-0.027
-0.157

0.074
0.075
0.074
0.060
0.061
0.044
0.038
0.046
0.038
0.089
0.043
0.039
0.034
0.033

p

<.001
<.001
<.001
<.001
0.004
0.009
0.005
0.012
<.001
0.986
<.001
<.001
0.417
<.001

아침식사 (Ref.미실천)
탄산음료 (Ref.주 1회 미만)
인스턴트식품 (Ref.주 1회 미만)
수면시간 (Ref.충분)
스트레스 (Ref.느끼지 않음)
학교수준
탄산음료 섭취율
인스턴트식품 섭취율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걷기 실천율
주 당 체육시간
교내 영양교육 경험율
Random Effects
σ2

실천
주 1회 이상
주 1회 이상
불충분
보통
많이 느낌
조금 느낌

-0.045
-0.067
-0.309
-0.164
-0.049
0.213
0.077

0.034
0.037
0.037
0.042
0.040
0.046
0.044

0.185
0.067
<.001
<.001
0.219
<.001
0.079
1.014
0.207
0.260
-0.336
-0.208
-0.090

0.279
0.275
0.209
0.238
0.049
0.051

0.000
0.453
0.213
0.159
<.001
0.077

-0.035
-0.080
-0.323
-0.157
-0.047
0.215
0.079

0.034
0.037
0.037
0.042
0.040
0.046
0.044

0.298
0.033
<.001
0.000
0.240
<.001
0.073

0.584
0.645
0.518
-0.411
-0.075
0.009

0.282
0.277
0.207
0.237
0.055
0.053

0.039
0.020
0.013
0.084
0.171
0.870

0.034 0.011 0.001 0.040 0.012 0.001 0.026 0.01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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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여자 청소년 비만 경험 영향요인에 대한 다수준 로지스틱 분석 결과

Fixed Effects
개인수준
학년 (Ref.중1)

고3
고2
고1
중3
중2
아버지 학력 (Ref.대졸이상)
중졸이하
고졸
가구 경제수준 (Ref.상)
하
중
거주형태 (Ref.가족과 함께 거주) 기타
좌식생활 (Ref.일 2시간 미만) 4시간 이상
2-4시간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Ref.미실천) 실천
걷기 (Ref.미실천)
실천

β

Model 2
SE

p

0.613
0.517
0.346
0.213
0.094
0.320
0.225
0.362
0.024
0.063
0.291
0.111
0.203
0.018

0.087
0.088
0.091
0.089
0.091
0.063
0.054
0.068
0.061
0.122
0.061
0.059
0.055
0.046

<.001
<.001
0.000
0.017
0.301
<.001
<.001
<.001
0.698
0.608
<.001
0.063
0.00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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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Model 3
SE

p

β

Model 4
SE

p

0.621
0.513
0.335
0.212
0.081
0.250
0.167
0.345
0.012
0.014
0.284
0.115
0.217
0.038

0.106
0.107
0.110
0.089
0.091
0.064
0.055
0.068
0.061
0.125
0.062
0.059
0.056
0.047

<.001
<.001
0.002
0.018
0.372
0.000
0.003
<.001
0.847
0.913
<.001
0.053
0.000
0.414

아침식사 (Ref.미실천)
탄산음료 (Ref.주 1회 미만)
인스턴트식품 (Ref.주 1회 미만)
수면시간 (Ref.충분)
스트레스 (Ref.느끼지 않음)
학교수준
탄산음료 섭취율
인스턴트식품 섭취율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걷기 실천율
주 당 체육시간
교내 영양교육 경험율
Random Effects
σ2

실천
주 1회 이상
주 1회 이상
불충분
보통
많이 느낌
조금 느낌

-0.107
-0.160
-0.321
-0.103
0.039
0.328
0.250

0.048
0.065
0.061
0.063
0.063
0.087
0.087

0.025
0.015
<.001
0.102
0.540
0.000
0.004
1.300
0.679
-0.974
-0.931
-0.162
-0.052

0.455
0.425
0.299
0.340
0.076
0.074

0.004
0.111
0.001
0.006
0.033
0.483

-0.093
-0.171
-0.361
-0.101
0.035
0.332
0.255

0.048
0.066
0.061
0.063
0.063
0.087
0.087

0.052
0.010
<.001
0.107
0.586
0.000
0.004

0.591
1.109
-0.608
-0.703
0.032
0.103

0.448
0.417
0.301
0.331
0.081
0.076

0.187
0.008
0.044
0.034
0.688
0.178

0.060 0.022 0.003 0.078 0.024 0.001 0.040 0.022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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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소년의 비만 경험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고찰
청소년의 비만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2
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통해 구성한 개인과 학교수준의 변수들을
포함한 다수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면 표
21과 같다.
표 21. 청소년 비만 경험 영향요인에 대한 다수준분석 결과 종합
Fixed Effects

전체

남성

여성

개인수준
성별 (ref.남성)

여성

-

N/A

N/A

연령 (ref.중1)

고3

+

+

+

고2

+

+

+

고1
중3

+
+

+
+

+
+

중2

+

+

0

중졸이하

+

+

+

고졸이하

+

+

+

하

0

-

+

중
거주형태 (ref.가족과 따로 거주) 가족과 함께 거주

0

0

0
0

좌식생활 (Ref.일 2시간 미만)

4시간 이상

+

+

+

2-4시간

+

+

0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Ref.미실천) 실천

0

0

+

걷기 (Ref.미실천)

실천

-

-

0

아침식사 (Ref.미실천)
탄산음료 (Ref.주 1회 미만)

실천
주 1회 이상

0

0
-

-

인스턴트식품 (Ref.주 1회 미만) 주 1회 이상

-

-

-

수면시간 (Ref.충분)

불충분

-

-

0

보통

0

0

0

많이 느낌

+

+

+

조금 느낌

+

0

+

교육수준 (ref.대졸이상)
가구 경제수준 (ref.상)

스트레스 (Ref.느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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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수준
탄산음료 섭취율

+

+

0

인스턴트식품 섭취율

+

+

+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0

+

-

걷기 실천율
주 당 체육시간

0

0
-

0

교내 영양교육 경험율

0

0

0

Random Effects
ICC

0.042 0.018 0.039

청소년 개인과 학교수준의 다양한 영향요인과 비만 경험과의 관계
를 살펴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와는 달
리 성별 간의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비만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개인적 수준의 변수들
중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 학년 간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개인적 수준의 변수들로 구성이 되어 분석에 포함되었
으나 교육과정에 따라 하루 중 학교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생활하고
생활습관의 실천에 개인적인 선택 보다는 학교라는 제도적 환경의 영
향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는 청소년들에게는 제도적 환경의 특성을
대표하는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성인 대상의 분석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제도적 환경
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 내 제도적
환경 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학교수준의 환경요인 변수들
중 교내 영양교육의 경험율을 제외하고는 모든 변수들이 비만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탄산음료를 자주 마시고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식품을 자주 섭취하
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의 학생일수록 비만은 더 많이 관찰되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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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남녀학생 모두에게서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개인적인 수
준의 변수들로 살펴 본 식생활에 따른 비만 발생은 다른 결과를 나타
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탄산음료,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식품을
주 1회 미만 섭취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주 1회 이상 섭취하는 청소년
들에게서 오히려 비만이 더 적게 관찰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분석에서 활용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
료는 단면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자료로,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해 식
생활의 변화 혹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자각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식생
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실천하고 있거나 응답 시 편향된 경향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적 수준에서의 생활습관 실천과 비만 발생
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나 학교 수준
의 변수를 통해서는 평균적으로 탄산음료를 자주 마시거나 패스트푸
드나 인스턴트식품 등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고 노출이
잦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서는 평균적으로 비만이 더 많이
관찰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개인의 식생활이나 신체활동 실천에 또래의
역할모델이나 규범적 신념의 영향력이 매우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밝
혀져 있으며(Gable, 2007; Cullen, 2001; Strauss, 2001), 따라서 이
와 같은 학교 수준의 건강생활 실천율로 대리되는 지표들을 통해 확
인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설명은 의미가 있다.
한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구대상자들의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하
지 않은 학교 수준의 변수만을 추가한 모형 3에서 비만 발생을 유의
하게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던 교내 주 당 체육시간의 시수나 영양
교육 경험률이 개인 수준의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는 더 이상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학교 내 제도적 환경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한 변수로, 교내 교육과정을 통해 신체활동이나 식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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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을 돕는 노력이 학교 수준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개인적인 생활습
관의 개선과 노력의 실천에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인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 3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확인되었던 학교의 걷기 실천율이 개인적인 특성을 통제한 후에
는 해당 학교 학생들의 비만 발생을 낮춰주는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때 권고안에 따른 걷기 실천을 정
의했던 변수에는 등하교 시 도보 이동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
적으로 통학 거리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평균적으로 학교의
통학 경로 상 도보 이동이 용이하고 걷기 실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교의 학생들에게서 비만이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여학생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비만율이 5.9%에 불과하며
학교 간 편차도 있으므로 2수준인 학교수준 변수들의 영향력을 확인
하기에 해석 시 주의가 요구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ICC 값은 성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모형의 결과로 산출된 ICC 값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학교 수준 변수들이 설명할 수 있는 영향력이 전체 모형에
서 차지하는 비율이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 수준 변수들을 통해 설명
한 부분에 비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교 수준의 제도
적 환경의 영향력이 청소년들의 비만 경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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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고찰

1. 연구 결과의 종합 및 함의

본 연구에서는 통합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
는 비만과 관련된 문제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부족하고 요구되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 상황과 맥락적 특성을
반영한 비만예방 및 관리 전략 마련을 위해 필요한 노력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에 비만 경험이 있는 개인의 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 과정에서의
경험과 그 경험이 나타나는 맥락과 과정에 대하여 포토보이스 연구방
법론을 통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개인의 비만 경험에 영향을 미치
는 다양한 차원의 요인들을 다수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 때 다
수준분석은 성인과 청소년으로 나누어 개인수준과 환경 및 학교 수준
의 변수들의 영향력을 확인하였으며, 포토보이스 연구 결과를 바탕으
로 분석 모형을 보완하고 두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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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비만은 다양한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건강 결
과이자 주요 만성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건강문제의 결정 요인이
다. 사회적으로 비만이 중요한 건강문제로 인식되고 다루어져야 한다
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가 이루어져 있으나 다른 건강문제에
대한 접근과는 다르게 비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매우 다양하다.
생의학적 관점에서 치료해야 하는 질병으로 바라볼 것인지, 건강문제
의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적정체중의 유지가 중요한 것인지,
사회적 기대와 문화적 규범에 충족하기 위해 체중 감량의 노력이 절
대 선이 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관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비만이라는 상태를 건강문제 자체로 인식
하기보다는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하거나 자기 관리가 부족한 사람 등
으로 부정적인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비만 문제를 경험하는 경우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
력을 시도하기가 점차 어려워진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극복하기 보다는 회피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우가 많아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
(Lewis, 2011).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이러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만예
방과 관리를 실천하기 위한 동기나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했지만 대부
분 건강문제로서의 중요성 보다는 사회적 규범에 따라 외모를 관리하
기 위한 목적으로의 비만예방과 관리가 강조되었고, 사회적 관계 내
에서 변화된 모습을 인정받고 관계의 개선을 경험하면서 지속적인 비
만예방과 관리 노력의 동기가 강화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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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각된 환경(perceived environment)의 중요성

대부분 비만예방과 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실천 방법에 대해 인지하
고 있음에도 실천이 어렵고 여전히 비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점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개개인이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한
행동을 실천하는 과정에는 개인적인 노력으로 통제하고 극복하기 어
려운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Leroux,
2013).
이러한 환경적 요인들의 영향을 밝히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수준
분석 방법을 통해 시군구 단위의 지역 수준의 환경 요인들이 개인의
비만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선행연구를 통해
개인의 비만 경험 혹은 비만관리 행동의 실천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환경요인들 중 본 연구에서는 유의성을 찾아보기 어려
운 변수들이 있었다. 지역 내 체육시설이나 공원의 분포, 안전수준 등
지역 주민들의 신체활동 실천을 통해 비만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 물리적 환경 요인들이 영향력이 본 연구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에서와는 달리 실제로 이러한 환경 요인들이 우리나
라의 맥락에서는 개인의 비만 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
문일 수도 있고, 환경을 측정하는 단위나 지표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
일 수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내 물리적 환경에 대한 주민
들의 주관적 인식을 측정한 변수들을 지역수준의 환경적 요인 변수로
구성하여 비만 경험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앞서 객관
적인 지표로 측정한 물리적 환경 요인들에 대한 변수보다 각 환경적
특성들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비만 발생과의 연관성이 더 큰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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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포토보이스 연구방법을 통해 실제로 이러한 환경적 요
인들이 어떠한 인식과 경험 등의 맥락을 통해 개인의 비만 관련 경험
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과, 지역의 물리적 환경은 개인의 비
만 관련 경험에 영향을 미치나 단순히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물리적인 분포를
늘리는 것 뿐 아니라 지리적 근접성이나 비용, 이용 편의성 등의 측
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는 다수준분석 결과 객관적 수준에서 측정한 공원이나 운동시설
수가 아닌 주관적 수준에서 응답자들이 인식한 운동시설의 접근성이
보다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된 결과와도 함께 설명될 수 있
다.
실제로 포토보이스 연구를 수행한 A구의 경우 저렴한 가격에 종합
적인 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구립 체육시설이 신설되었으나
주민들의 수요에 비해 이용 가능한 공간이나 시간의 제약이 커서 대
부분의 주민들은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고, 주변 근린
공원 내 운동기구들이 낙후되고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대로 이용
하기에 어려울 뿐 아니라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어 기존 시설들
의 유지 보수 관리도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되었다.
따라서 신체활동을 실천하기 위한 주변 시설의 접근성이나 이용가
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며, ‘걷고 싶은’, ‘걷기 즐거운’
주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환경요인들의 영향력을 객관적인 수준과 주관적인 수준에서 각각
측정하고 그 결과를 비교한 선행연구들을 통해서도 이는 항상 일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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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Prins, 2009; Boehmer, 2007;
Scott, 2007). 동일한 환경요인이라고 하더라도 측정 방법이나 지표
에 따라, 그리고 대상자의 특성과 맥락에 따라 각기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Hoehner, 2005) 그러한 맥락과 과정에 대한 탐색
이 보다 중요하며, 객관적인 수준에서의 환경에 대한 측정과 함께 반
드시 강조되어야 한다.

3) 사회문화적 환경의 중요성

비만예방 및 관리르 위한 식생활 실천과 관련된 환경적 특성으로
선행연구에서 가장 강조되었던 요인 중 하나는 패스트푸드점의 분포
였다. 선행연구들이 주로 수행되었던 미국 사회에서 패스트푸드점은
주로 가까이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구매하여 섭취할 수 있으나
대체로 열량이 높고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대표되
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는 주로 대도시 중심부 주변에 분포가
밀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패스트푸드점이 가지는 맥락과 매우 다르
다. 따라서 포토보이스 연구 결과에서도 자주 언급되었던 ‘치맥’ 으로
대표되는 야식 및 치킨 판매점, 주점의 분포와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패스트푸드점과 유사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는 분식점의 분포를
모형에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 대상자들에게 주점의
분포가 비만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그 밖의 변수들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그러나 포토보이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인의 비만 관련 경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환경적 요인들은 식생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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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환경이었다. 특히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한 식생활 실천의 노
력을 저해하는 환경적 요인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술자리’를
비롯하여 항상 고열량 식품 섭취와 함께 하는 잦은 모임 문화와 외식
환경, 편의점이나 배달음식 등 24시간 쉽게 접근 가능한 식품선택권
의 확대, 각종 TV 프로그램과 광고 등 미디어의 영향 등으로 인한
‘먹고 싶은 것’ 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이 비만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생활의 실천을 어렵게 한다.
이는 양적연구의 접근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결과로, 지역
내 물리적 환경들은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한 식생활 실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반면, 이와 같은 사회문화적 환경은 식생활 실
천의 노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부분
은 특히 정책적 개입이나 제도적 접근이 부족했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산업 영역이 연계되어 있어 단기간
의 노력으로, 혹은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노력으로 극복되기 어려운
부분이다. 따라서 사회적인 인식 제고를 통해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
한 공동 노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과 분위기 조성이 매우 중요하
다.
이와 더불어 직장이나 학교 등 제도적 환경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
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수준의 환경 요인에 대해 다수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통해 학교 내 식문화와 신체활동 실천에 대한 인식과
규범, 제도적 환경이 개인의 비만 관련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교내 체육시간이나 영양교육 등의 제도
적 환경이 그 자체로 학교의 학생들의 비만 관련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개인적 요인들을 통제한 후에는 그 유의성이 소멸되므로
보다 지속적인 비만예방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에서의 제
도적 환경의 노력이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건강생활습관 실천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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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개인의 비만 관련 경험에는 사회문화적 환경은 매우 중요하
나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한 중재 전략 수행 시에는 충분히 반영되기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Maddison, 2009). 이는 보건 분야만의 정책적
노력을 통해 개입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으나 사회적인 인식 개선
과 자조 노력을 가능하도록 하는 파급력이 매우 큰 영역이기도 한다.
따라서 반드시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화적 환경의 개선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협력을 통한 노력이 요구된다.

4)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에서 분석한 지역사회건강조사와 청소년건강행태 자료는 단
면조사의 특성을 가지므로 건강행동의 실천 여부 등과 같은 개인수준
의 변수들에 대해서는 비만 발생과의 선후 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따라서 비만 발생과의 연관성을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
한 두 자료원 모두 자가 보고한 신장과 체중으로 산출한 체질량지수
를 기준으로 비만 여부를 판단하였기에 비만율이 과소 추정될 가능성
이 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지역을 기준으로 패널 형식으로 구축
된 지역 수준 자료를 활용하였다. 개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된 주관적
인식을 비롯하여 다양한 자료원의 지역 행정자료를 함께 활용하여 지
역사회 환경 요인들이 개인의 비만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보
다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특히 또래 동료들과의 관계와 인식이 개인의 생활습관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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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영향을 미치는(Gable, 2007; Cullen, 2001; Strauss, 2001)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 수준의 변수를 포함한 분석을 실시하여 동
료효과를 고려할 수 있고, 일상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라
는 제도적 환경 내에서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한편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한 다수준분석 결과 확인된 모
형들의 급내상관계수(ICC)의 값이 작게 나타나 개인의 비만 관련 경
험에 시군구 단위의 지역 환경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다. 객관적 수준에서 측정한 물리적 환경의 변수들
과 주관적 수준에서 측정한 물리적 환경의 변수들 간 분석결과가 다
르게 나타난 것을 통해서도 이러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개
인의 생활습관 실천과 건강상태를 결정짓는 주변 환경요인에 대한 영
향력을 측정하기에 시군구 단위는 범위가 너무 넓어 직접적인 영향력
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현재 지역사회
단위의 건강증진정책 수행은 시군구 보건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환경적 요인에 대한 중재와 개입을 필요로 하는 정책적 제
언을 위해서는 여전히 시군구 단위의 분석이 의미가 있다.
또한 실제로 개인의 생활습관을 결정짓는 환경적 특성들 중에는 일
상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생활터의 제도적 환경이 매우
중요하나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한 본 연구의 다수준분석에서
는 변수의 한계로 이러한 제도적 환경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
를 보완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학교 수준의 환경 요인 탐색이 가능
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관적 수준의
환경 요인들이나 질적 연구의 결과를 통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환경
의 중요성과 이러한 요소들의 개인의 비만 관련 경험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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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향후 시군구 단위보다 하위 수준의 근
린환경과 생활터 중심의 제도적 환경에 대한 추가 분석을 적용할 수
있다면 보다 직접적인 환경 요인들의 영향을 확인하고 정책적 제안으
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론의 함의

본 연구에서는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통합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개인의 비만과 비만관리 행동 실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밝히고
그 과정을 보다 포괄적이고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양적연구 만으로는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용이하고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하여 보다 정확한 영향요인들을 탐색할 수 있는 반면, 가용한 자
료의 한계로 개인의 비만 관련 경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모든 변수들을 고려하여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반면, 질적연구의
경우 연구 참가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귀납적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범위의 제약 없이 다양한 요인들을 모두 고려할 수 있
고, 이러한 요인들이 개인의 비만관련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과
맥락에 대한 복잡한 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유리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포토보이스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연구 참가
자들의 경험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시도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은 직
접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평소에 항상 실천하면서도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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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지 못했던 비만예방과 관리 행동의 실천에 대한 생각을 정리
해보며 특히 주변의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의 영향에 대하여 발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각자 촬영한 사
진을 보고 함께 토론을 나누는 과정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본인의 경
험을 쉽게 공유하고 이해하여 보다 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비만예방과 관리 행동의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을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실천을 어렵게 하
는 맥락과 과정을 확인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
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특히 사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반복되는 토론의 과정에서 일상 생
활환경의 공간적 특성들과 그에 대한 인식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
서 포토보이스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인터뷰나 포커스그룹 등의 질적
연구 방법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들에 대한 발견이 가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포토보이스 연구의 진행과정 중 지역사회의 문제와 맥
락에 대한 확인과 진단과정에 집중하여 수행하였다.
따라서 향후 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가 필요한 다른
건강문제나 건강행동 실천의 영향요인 등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과정
에서도 포토보이스 연구방법론의 확장 적용을 통해 지역사회의 변화
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적 의제 설정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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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 정책적 함의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5년 비만종합관리대책 발표 이후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지침이 수립되거나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존 비만 관련 정책 및 사업들은
주로 개인의 행동 개선을 통한 예방 및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
다. 대표적으로 시군구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비만관리사업의 경우, 주로 교육자료 개발이나 보도 자료 배포 및 보
건소를 통한 홍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보건소에서는
비만클리닉을 설치하여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프
로그램 운영이나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실제로 대상자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인식 변화에 미치는 효
과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1). 또한 사회경제
적 수준 등에 따른 비만 문제의 지역 간 불균형도 점차 심화되고 있
다. 이와 같은 국내의 비만 관련 정책은 주로 개인의 행동 개선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많은 한계가 지적되고 있으며, 비만의 예방 및
관리는 모두 개인의 책임으로 인식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한 개인 중심의 접근 방법은 효과가 그리 높
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Glanz, 2008). 비만예방 및 관리에 특히
중요한 식습관과 신체활동의 개선은 그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들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
문이다. 실제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한 다양한 중재연구 결과에서도
정책 및 환경적 요인의 중재 전략을 함께 고려한 비만예방 프로그램
들이 개인적 접근 방법만으로 구성된 전략들에 비해 보다 성공적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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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으로 확인되어 왔다(Thow, 2009, Dietz, 2002; Booth, 2001).
이와 같이 개인의 비만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
에 대한 고려와 그를 포함한 중재 전략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은 국내
외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강조되고 있다.
제1차 건강증진국제회의에서 발표된 오타와헌장(1986)에서는 건강
행동의 실천은 개인의 교육 및 동기화와 동시에 개인이 바람직한 건
강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과 정책적인 지지가 있을 때 극대화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지지적인 환경을 형성할 수 있는 개입 없이
개인적인 중재 전략의 접근만으로는 건강증진 정책의 장기적이고 지
속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개인의 건강증진과 건강문제의 책임을 개인의 책임만으
로 남겨두어서는 안 되며 개선을 촉진시킬 수 있는 지지적인 환경의
조성이 중요함을 강조해 왔다(조병희, 2006).
이와 같이 건강증진과 건강행동 연구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의 필요
성은 여러 문헌들을 통해 폭넓게 강조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이 사회생태학적 관점에 근거한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인
개입과 정책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WHO 등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다양한 건강문제 해결과 건강증진
달성을 위한 접근 전략과 미국의 Healthy People 2010 등과 같은
국가 차원의 보건정책 전략에서도 모두 개인 수준과 환경 수준의 복
합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비만과 비만관리 행동의 실천은 개인의 책임과 선택에 의해서만 나
타나는 결과가 아니라 식음료 판매 정책이나 조세․교통․도시 정책 등
보다 상위 차원의 정책과 규제에 의해 결정되는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Huang, 2008).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비만의 예방 및 관리
를 위해서 비만 발생 위험요인에 대한 다학제․다수준적 접근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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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
보건의료 전문가, 민간 산업영역, 지역사회, 개인 등을 모두 포함하는
통합적인 국가 차원의 역량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건강증진 프로그램들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환경을
변화시키는 정책적 전략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전
략들은 개인적인 접근 전략에 비해 정책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효과는 훨씬 크게 나타날 수 있다
(Swinburn, 2011). 이에 다수준, 다부문의 시스템적인 접근을 통해
환경을 개선 가능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지역 차원의 비만예방
및 관리 전략 개발에 매우 중요하다.
국내에도 2006년 건강도시협의회가 창립되고 건강도시1)의 개념이
점차 확산되면서 환경적 요인과 건강의 연관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였다. 이에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린공원이나
자전거 도로, 지역 내 공공 운동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정
책적 노력이 시도되었으나 그러한 시설의 활용이나 건강 결과에 미치
는 영향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물리적 환경의 재정비도 중
요하지만, 효과적인 비만예방과 관리의 실천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서는 실제로 개개인이 인지하는 환경에 대한 인식과 사회문화적 환경
이 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실제 주민들의 인식을 확인하고 문
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선방안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

1) 건강도시(Healthy City)란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
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한다(WHO, 2004). 즉,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정책결정의 최우선순위로 보고 지속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제
고해나가는 도시이다(남은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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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비만예방과 관리를 촉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다
차원적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에 본 연구와 같이 비만 경험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환경에 대한
탐색을 통해 다양한 차원의 환경적 특성과 배경, 맥락을 반영한 중재
전략을 개발할 수 있고, 그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비만예방 및 관리
가 가능할 것이다. 수용성과 효과성이 높은 중재 전략을 개발하여 비
만이라는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문제 해결의 책임을 개인 뿐 아니라 사회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내는 데 본 연구의 결과가 이론적 근
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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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health behaviors and
community environments on
obesity prevention and management
- mixed methods with qualitative research
and multilevel analysis Nan-He Yoon
Department of Health Care Management and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the obesity rates and obesity-related social costs have
been grown constantly, the obesity has been considered as a
major

public

health

issue

in

Korea.

Existing

obesity

prevention and management policies in Korea have mainly
focused on the individual behavior changes, and the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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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limited.
The

obesity

is

determined

by

complex

interaction

of

multidimensional factors. Recent research on the complex
causes of obesity has resulted in renewed discussions on the
impacts of various environmental factors.
This study applied mixed methods research to explore
multidimensional

factors

related

to

obesity

and

obesity

managing behaviors.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obesity
prevention and managing behaviors from the participants
were studied using the qualitative approach, and individual
and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obesity were analyzed
with the quantitative approach.
Photovoice assessments were conducted with 29 participants
from two districts: one district with the highest obeisty rates
in Seoul and another with the lowest. Research participants
were recruited from these districts who were diagnosed of
obesity within two years or had experience of weight control.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perceived obesity prevention
and management as a duty due to either ‘health’ and/or
‘appearance’ issue. They have been trying various types of
efforts

to

increase

behaviors.
management

physical

Multi-level
behaviors.

activity and

factors

could

Physical,

improve

influence

social,

and

eating
obesity
cultural

environments affect behaviors related to obesity prevention
and management greatly. The participants, however, bel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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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such environmental factors can hardly be changed with
individual efforts. Thereby they think the efforts to control
obesity are mostly individual responsibility to practice healthy
lifestyles and behaviors.
Data from the 2011 and 2012 Community Health Surveys
were

used

for

the

analysis.

Community-level

variables,

constructed from various regional statistics, were included in
the model as environmental factors. A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individual and
environmental factors related to obesity. At the community
level, people living in areas with high socioeconomic status,
high satisfaction with safety and public transportation, and
high accessibility to sports facilities in their community had
lower obesity risks.
Moreover, additional analysis were conducted with 2012
Adolescents Health Behavior Surveys. School-level variables
were included in the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models as
environmental factors. At the school level, students going to
the schools with high rates of frequent consumers of soda or
fastfood were more likely to obese.
As the result of this study, environmental factors affected
obesity, especially perceived community environment, more
significant than physical environment. Thus, social efforts are
needed to make the supportive environments which can
reflect individual perceptions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obesity prevention and management. Such approaches sh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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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 addressing both supportive environmental strategies
and practical lifestyle guidelines for individuals.

Keywords : obesity, obesity prevention, obesity
managing behavior, mixed methods, multilevel
analysis, photo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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