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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국제적으로 청소년 보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촉구된다. 청소년 인

구가 마주하는 주요 건강 위협중 하나는 비만으로, 1990년 이후 과

체중이거나 비만인 청소년 인구는 약 2.2배 증가하였으며, 그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기는 비만 발생에서 결정적 시기이

며, 비만 발생에서 환경적 요인에 성인보다 취약하다는 특징을 가진

다. 인구 비만 문제에서 환경이 반드시 고려되어야하며 청소년 비만

또한 마찬가지로 청소년 비만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의 검토가

필요하다. 도시화는 청소년 비만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 중 하나

로 보고되며, 다른 인구집단에서 국가 도시화율과 인구 비만율은 밀

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시화와 비만간의 관계는 비

만을 유도하는 도시 환경과 이에 따른 높은 도시 비만율로 뒷받침

되어 설명되었다. 하지만 지방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신체 측정지수

와 같은 근간의 보고는 기존의 이해에 대한 검정의 필요성을 높인

다. 청소년 비만에서도 국가 내 영향요인을 탐색한 선행 연구 결과

도시 청소년의 비만율이 유의하게 높았으나, 국제적인 관점에서 도

시화가 청소년 비만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주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인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에 인구 비만 증가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이해되었던 도시화가 청소년 비

만율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주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세계보건기구, 세계은행,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서 공개하는 국

가별 관측치를 이용하여 2007년에서 2016년 사이 164개 국가에

대한 균형패널자료를 구성하였다. 도시화가 남녀 청소년 비만율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 특성과 시간 효과를 고

정한 이원고정효과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남녀 청소년

각각의 비만율로, 설명변수는 이전 년도 도시인구비율로 설정하였

다. 통제변수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구성하였으며, 1인당 평균 칼

로리 잉여량, 1인당 국가소득, 인구 증가율, 면적당 곡식 생산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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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정하였다. 국가별 주요 청소년 질병부담에 따라 3개 하위집단

(비감염성 질병부담이 큰 집단, 외상 질병부담이 과도한 집단, 여러

질병부담을 동시에 가지는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의 외상 질병부담이 과도한 국가집단(31개 국가)

과 여러 질병부담을 동시에 가지는 국가집단(58개 국가)에서 도시

화는 국제적 관점에서 남녀 청소년 비만율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감염성 질병부담이 큰 국가집단(75개 국가)

에서 도시화는 청소년 비만율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가졌다. 하지

만, 기존에 이루어진 도시화와 비만 사이 관계에 대한 이해가 도시

인구에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고려했을 때, 기존의 이해를 통해 비

감염성 질병부담이 큰 다수 국가에서 도시보다 지방의 평균 체질량

지수가 높은 현상을 해석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도

시화와 청소년 비만율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없음을 나타내었으며,

도시화와 비만 사이의 관계를 탐구한 선행 연구에 기반하여 유의성

을 설명할 수 없었다.

연구 결과에 비추었을 때, 기존에 도시화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도시 청소년에 대한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졌으나, 국제적인 청소년

비만 인구 증가를 중재하기 위해서는 도시뿐 아니라 지방에 거주하

는 청소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함께 탐구되어야 한다. 더불어 도

시화 자체는 비만율로 연결되지 않으며, 도시의 특성이 보다 중요하

게 작용한다는 관점에서 도시의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특성을 주목

하고 정책적 접근을 통해 영향을 줄이려는 노력의 필요하다. 비감염

성 질병부담이 큰 집단에서 도시화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

존의 이해 범위 내에서 해석이 어려웠던 점에 미루어 도시화가 인

구 비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확장될 필요성이 있다. 덧붙

여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도시화를 탐구하는 보건학적 연구를

비판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도시화의 개념이 보다 명확해지고 지표

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청소년, 비만, 도시화, 패널분석, 이원고정효과

학 번 : 2018-2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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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청소년 비만과 연구의 필요성

현재 우리는 역사상 가장 많은 청소년 인구와 함께 살고 있다. 10에

서 19세 사이 청소년 인구는 12억 명이며 2050년까지 그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UNICEF,2016). 인생 중 건강한 시기라는 통념과 달리

청소년 인구의 질병 부담은 전체 인구 질병 부담의 15%를 차지한다

(Sawyer et al.,2012). 하지만 청소년의 질병 부담에 대한 관심은 크게

부족하다. 단적으로, 전체 국제보건 원조 중 단 1.6%만이 청소년 인구의

건강향상을 위해 사용되며, 대부분이 특정 질병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Li et al.,2018). 관심의 부족을 반영하듯 2000년 이후 청소년 인구의

건강 개선 정도 또한 아동 보건현황과 비교하여 미미한 수준이다

(WHO,2019).

비만은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비정상적인 지방축적으로써 정의된다

(Hartroft,1960). 청소년의 경우 성인과 다른 기준이 성별 및 연령에 따

라 다르게 적용되며(WHO,2017)1), 비만에 따른 결과도 성인과 다르다.

청소년기 과체중과 비만 모두 성인기 비만으로 이어지지만(Singh et

al.,2008), 청소년 비만은 청소년 과체중보다 성인기에 심각한 비만을 경

험할 위험을 높이고(The et al.,2010; Serdula et al.,1993), 우울과 같

은 정신건강 악화나 저조한 학업성적과도 연관되어 영향을 미치는 폭이

크다(Anderson et al.,2007; Merten et al.,2008; Booth et al.,2014).

1) 성인의 경우 체질량지수 25kg/m2 이상을 과체중으로, 체질량지수 30kg/m2

이상을 비만으로 정의하는 반면,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달

라지는 연령별 체질량지수 중위 값을 사용한다. 아동 및 청소년에서 그 값의 1

표준편차 이상은 과체중으로, 2 표준편차 이상은 비만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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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비만은 주요 청소년 건강문제 중 하나이며, 청소년 비만으로

인한 질병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 기준 과체중이나 비만

으로 추산되는 청소년 인구는 3억 2천 4백만 명이며, 약 1억 4천 7백만

명으로 추산되었던 1990년과 비교했을 때 약 2.2배 증가하였다

(Azzopardi et al.,2019). 과체중을 제외하고 비만만 고려했을 때, 1975

년에서 2016년 사이 5세에서 19세 사이 인구 중 비만 여성은 5백만 명

에서 5천만 명으로, 남성은 6백만 명에서 7천 4백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NCD-RisC,2017). 이러한 급속한 증가는 특히 저소득국 및 중저소득국

에서 빠르게 진행 중이다(Ng et al.,2014). 청소년 인구 수 증가에 따른

결과로 볼 수도 있으나, 인구 구조 변화는 청소년 비만 인구 증가의 단

3%만을 설명하며 인구 비만율 변화에 크게 의존한다(NCD-RisC, 2017).

아동 및 청소년 비만율 변화는 생물학적 요인보다는 환경적 요인에 기인

하며 치료법 개발보다는 효과적인 환경 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Ebbeling et al.,2002).

증가하는 아동 및 청소년 비만율을 중재하기 위해서는 이들 인구에

초점을 맞춘 예방이 필수적이다(WHO,2010). 아동 및 청소년의 비만은

거주 환경과 크게 관련되어 청소년의 비만을 이해할 때에 반드시 환경적

요인이 설명에 포함되어야 한다(Van Der Horst et al.,2006). 개인이나

인구에 비만을 촉진하는 주변 환경이나 기회, 삶의 상황적인 영향의 합

을 의미하는 비만을 유도하는 환경(obesogenic environment)은 아동에

서 우선적으로 중재되어야하며(Swinburn&Egger,2002), 그들이 속한 환

경과 반응한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해되어야 한다(Swinburn et al.,2011).

하지만 영양 및 섭식에서 정책 및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는 연구는 비교

적 최근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특정 환경요인이 개인적 요인과 상호

작용하여 섭식 습관에 영향을 주는 경로 및 인과 관계는 잘 알려진 바가

없다(Story et al.,2008).

도시화는 증가하는 청소년 비만에 기여하는 것으로 공통되어 논의되

는 요인 중 하나이다. 청소년 과체중이나 비만을 주제로 한 다수의 연구

에서 도시화는 청소년 비만을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서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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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uapula et al.,2011; Ojiambo et al.,2012; Thana’Y et al.,2019;

Wrottesley et al.,2019). 다른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신체측정지수를 이

용하여 과체중 및 비만과 도시화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있었지만,

청소년에서 도시화의 영향을 국제적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살핀 연구는

없었다.

2. 도시화와 연구의 필요성

도시화란 도시가 되어가는 복잡한 사회-경제적 과정이며, 환경이 도

시로 변하는 것과 지방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는 것을 함께 의미한다(UN,

2019). 도시화는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로 정의될 수 있으며, 국

가 경제 변화 및 인구의 노동형태 변화를 반영한다(UNFPA,2012). 도시

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일하며,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

로서 이해되지만, 도시의 지리적인 경계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UN,2016). 도시는 일반적으로 인구수, 인구밀도, 주요 경제활동, 행정

구역 등 국가별로 마련된 기준에 의해 규정되나 가장 보편적으로는 인구

수를 기준으로 삼으며, 국가별로 도시의 모습은 다양하다

(Uchida&Nelson,2008). 영국의 경우, 17,500명의 인구를 기준으로 24

개 도시와 경제적 상황에 따르는 12개의 주요 도시를 도시로 정의하여

행정적, 경제적 요인을 반영한다(Baker,2018). 반면 미국의 경우,

50,000명이 넘는 도시 지역과 2,500명 이상 50,000명 미만이 거주하는

도시 클러스터를 모두 도시로 정의하여 주로 인구수에 근거해 도시를 정

의한 사례를 보인다(Ratcliffe et al.,2016).

도시화는 국제적으로 빠르게 진행 중이다. 1990년 30%로 추산되었던

도시인구는 30년에 못 미치는 기간 동안 1.8배가 넘게 증가하여 2018

년에는 과반수인 55%가 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도시화는

진행 중이며 현재 추세가 유지될 경우 2050년에는 세계 인구의 68%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된다. 주로 저소득국 및 중저소득국에서 도시

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증가하는 도시 인구의 대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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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된다(UN, 2019).

급격한 도시화는 건강의 위협요소로 보고되었다. 빠르고 계획되지 않

은 도시 성장이 빈곤 및 환경저하와 연관되어 건강을 위협한다고 보고되

었으며(Moore et al.,2003), 증가하는 비감염성 질병을 이해하는 주요

사회경제적 요인 중 하나로써 건강 위험요인에 대한 노출을 증가시키고

식이 및 신체활동 변화 등을 통해 도시 인구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것으

로도 알려졌다(WHO,2011). 구체적으로 비만과 관련하여, 도시화가 비만

에 미치는 영향은 도시의 비만을 유도하는 환경 및 지방과 비교하여 높

은 도시의 비만율을 중심으로 그 설명이 이루어진다. 도시화는 부적절한

식습관이나 활동량 감소와 같이 비만을 야기하는 행동변화와 밀접한 관

련이 있으며(Angkurawaranon et al.,2014), 도시에 거주하는 것은 과체

중과 비만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Popkin, 1999;

Goryakin&Suhrcke,2014). 반면, 근간의 연구는 지방 인구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신체 측정 지수에 주목하고(Bixby et al.,2019; Ford et

al.,2017) 도시 거주 인구로 대표되는 도시화 자체는 전체 인구의 비만

율 증가와 큰 관련이 없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은 도시화가

인구 비만율 증가에 실제적으로 기여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의 필요

성을 높인다.

이와 같은 배경을 종합해보았을 때, 청소년 인구의 주요한 보건 위협

중 하나인 청소년 비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환경적 요인을 통

해 접근되어야 한다. 비만과 함께 증가 추세에 있는 도시화는 인구의 건

강 및 비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청소년 인구를 대상

으로 실증적으로 이를 탐구한 연구는 부족한 한편 근간의 보고를 종합했

을 때 도시화가 비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의 필요성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 비만과 도시화를 주제로 둘의 관계를 탐

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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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국가 관측치를 이용하여 기존에

인구 비만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던 도시

화가 청소년 비만율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계속해서 증가하는 청소년 비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책적 제언을 위한 실증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 3 절. 연구의 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도시화는 남성 청소년의 비만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도시화는 여성 청소년의 비만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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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 1 절. 비 만

1. 비만과 국가 환경

비만을 유도하는 환경은 국제적으로 증가하는 비만을 설명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Lake&Townshend,2006). Egger와

Swinburn(1997)은 비만을 설명하는 생태학적 모형을 제시하고 환경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써 서술하였다[그림1]. 모형에 따르면 개인

이나 인구 집단의 비만은 에너지 섭취 및 소비라는 중재요소와 생리학적

적응이라는 조절인자의 활동이 결합된 결과이며, 환경은 영향요소로써

작용한다. 개인의 노력이 있더라도 환경적 개선 없이는 인구 집단에서

비만이 줄어들 수 없고, 보다 넓은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개선되

어야 인구 내 비만이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음을 모형은 설명한다.

이를 뒤받쳐 Blüher(2019)는 개인 수준에서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고

에너지 소비량을 늘이도록 하는 중재는 체중감소를 억제하는 대사적, 신

경적, 호르몬 적응 반응으로 인해 생물학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

며, 인구 차원에서 비만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사회가 반드

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림 1] 비만의 생태학적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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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비만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 중 정책이나 사회 경제적 환경

과 같은 거시적 요인은 가장 많은 인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영양

및 섭식과 관련된 연구 중 이를 고려한 연구는 적은 실정이다(Story et

al.,2008).

기존에 비만을 주제로 이루어진 연구 중 국가를 단위로 환경적 요인

의 변화와 신체 측정 지수 증가 사이의 관계를 탐구한 연구로는

Vandevivere 외(2015)의 연구와 Goryakin 외(2017b)의 연구가 있다.

Vandevivere는 식품 열량 공급 증가와 인구 평균 체중 사이의 관계를

탐색하고, 특히 고소득 국가에서 열량 공급 증가가 인구 평균 체중의 증

가와 유의한 연관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Goryakin은 국가별 탄산

음료 가격 및 판매량과 인구의 평균 체질량지수 사이 관계를 생태학적

연구 모형2)을 이용하여 탐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저소득국 및 중저소득

국에서 탄산음료 판매량증가는 인구 평균 체질량지수 증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나, 국민 소득에 대비한 탄산음료 가격은 인구의

체지방 지수와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국제적 비만 증가 양상

국제적으로 증가하는 비만은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되었으며, 국가의

비만율 변화는 종종 국가 소득 및 성별과 함께 설명되었다. 개발도상국

에서 발생하는 비만의 대부분은 도시지역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

단에서 나타나고 특히 여성에서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WHO,2000).

Lobstein과 Leach(2007)는 국가의 경제적 수준이 국민 1인당 총생산이

약 5,000달러가 되기까지는 비만율과 어느 정도 비례하지만 그 이상 수

준에서는 비례하지 않으며, 도시 농촌 등의 환경이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다른 요인이 비만에 더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2) 생태학적 모형은 건강 행동과 관련 있는 영향의 다층적인 성격을 주목하며,

환경적 요인을 건강 행동 결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 결정 요인으로서 서술한다

(Sallis et al.,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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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간의 연구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Popkin(2006)은 비만으로 인

한 부담이 저소득군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도시에서 지방으로 향하고 있

다고 설명한다. 브라질에서 1975년에서 1989년 사이에는 지방의 남성

을 제외하고 비만율이 증가하였으나, 이후 보다 복잡한 양상을 보이며

남성과 지방 인구, 경제적 수준이 낮은 인구의 비만율이 증가했다는

Monteiro 외(2000)의 발견도 이를 뒷받침한다. 나아가 Jaacks(2019)는

국가의 비만 양상의 변화를 경제적 발전에 따라 4단계의 개념적 모형으

로 설명하였다. 국가 경제적 수준이 가장 낮은 첫 번째 단계 내 국가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에서 비만율이 더 높으며, 남성보다 여성에

서 더 높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성인 비만율이 크게 높아지며, 비만 여

성에서 존재하는 사회경제적 차이가 좁아진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인구집단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에 비

해 비만율이 높으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인구 비만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비만 양상이 변화하는 단계를 예상하였다. 이러한 담론에 따르면, 국가

내 개인의 비만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부분

의 국가에서 도시 인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지방 인구보다 높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Monteiro et al.,2004) 현재 국제적 맥락에서 비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논의되는 주요 요인인 도시화가 인구 비만에 영향을 주는지

의 여부에 대한 실제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3. 청소년 인구에서 비만을 유도하는 환경

청소년기는 비만이 발생하는 결정적 시기중 하나이다(Dietz,1994)3).

청소년기는 신체 내 지방의 양과 분포가 변화되는 시기로, 성장과 성숙

을 거치며 식이, 신체활동 및 정신건강의 변화를 경험하고, 이러한 변화

는 비만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Alberga et al.,2012). 또 청소년기에

신체활동의 중요성은 증가하지만, 다양한 장애요인이 작용하여 대다수의

3) Dietz(1994)는 재태기간 및 초기 영아기, 5세에서 7세 사이의 지방증 반동

기(adiposity rebound), 청소년기를 비만의 결정적 시기로 설명하였다.



- 9 -

청소년들은 신체활동 부족을 경험한다(Rowland,1999).

이와 같이 청소년기는 비만에 취약한 시기이나 이에 따른 건강결과는

크다. 청소년기의 비만은 성인기에 심각한 비만과 연관되며(The et al.,

2010), 개인의 자존감 및 자아상에 영향을 주고 성인기에 2형 당뇨, 심

질환 및 다양한 다른 질병의 이환율을 높여 그 결과로 인한 부담이 적지

않다(Must&Strauss,1999; Lobstein et al.,2004).

청소년에서 비만은 다양한 유전적, 행동적, 환경적 요인을 비롯한 다

양한 요인들이 복잡한 상호작용을 한 결과로 볼 수 있다(Narciso et

al.,2019). 부모의 비만여부와 같은 유전적 요인은 개인수준에서는 비만

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지만 인구집단 수준에서는 비유전적 요소

가 인구의 비만 증가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다(Monero et al.,2011).

아동 및 청소년은 식품 선택에서 성인에 비해 자율성이 결여되어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보다 크게 받는다(Van Der Horst et al.,2007). 따라서,

국제적으로 증가하는 청소년 비만을 이해하고 중재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Ebbeling et al.,2002). 더불어 아동

및 청소년 인구는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생활양식의 변화를 성인 인구

보다 잘 반영하여 인구 비만율 증가에 영향을 주는 사회 환경 변화를 검

토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de Soysa&de Soysa,2018).

아동 및 청소년이 거주하는 환경과 비만 사이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기존에 청소년

비만에서 환경적 요인을 탐구한 대부분의 연구가 단일 국가 내에서 가구

이하 수준으로 고려하거나 환경적 변화에 초점을 적게 맞추어 개인단위

연구의 한계를 넘지 못하였다는 지적도 있지만(Lipek et al.,2005;Van

Der Horst et al.,2007), 도시 환경은 청소년 비만율에도 영향을 주는 요

인으로 논의되어왔다. 국가 내 아동 및 청소년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연

구에서 지방보다 도시의 비만율이 높았으며, 이러한 관계는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Ben-Bassey et al.,2007; Bharati et al.,2008; Alok et

al.,2012; Chen et al.,2011). Taru 외(2014)는 7개 아프리카 국가의 학령

기 청소년 비만율을 조명하고, 국가별로 다른 청소년 비만율을 국가별

도시와 지방의 인구 분포 차이 및 도시와 지방의 신체활동 수준 차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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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였다. Chen 외(2011)는 횡단면연구를 통해 중국에서 지방보다 도

시에 거주하는 것과, 경제적 수준이 높은 주(州)에 거주하는 것이 7세에

서 18세 사이 학령기 아동의 비만 위험을 높인다고 설명하였으며, 도시

에 거주하는 남성 아동이 높은 비만 위험을 갖는다고 하였다. 반면,

Dong 외(2019)는 패널분석모형을 이용하여 중국 학령기 아동의 비만율

이 지방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특히 지방에서 사회경제

적 수준과 비만율 사이에 강한 관계를 갖는다고 설명하였다. Jaacks 외

(2015)는 저소득국가 및 중소득국가 여성 청소년의 과체중율이 지방에서

빠르게 증가한다고 설명하였다. 거시수준의 환경 요인을 고려한 연구로,

Caleyachetty 외(2018)는 57개 저중소득국에서 자료가 수집된 시기를 고

려하지 않는 통합추정값을 이용하여 12세에서 15세 사이 청소년 인구의

영양 이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 환경 요인을 탐색하였다. 국가별로

청소년 평균 비만율을 계산한 후 단순회귀모형에 이를 포함하여 국가별

청소년 비만율과 거시 환경 요인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연구결과, 분쟁이

진행 중이고 식량안보가 낮을수록 국가별 평균 청소년 비만율은 감소하

였으며, 국가의 소득수준(국내총생산)과 도시화율이 높을수록 청소년 인

구의 평균 비만율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제 2 절. 도시화와 비만

도시화는 국제적으로 증가하는 비만을 설명하는 요인 중 하나로 논의

되어왔다. VanItallie(1994)는 개발도상국에서 증가하는 비만을 주목하고

도시화 및 이주, 새로운 식이습관을 비만 증가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제

안하였다. 이어 Popkin(1999)은 도시화 및 도시에 거주함으로써 경험하

는 식이 및 활동수준 변화가 특히 도시 인구에서 비만을 야기한다고 설

명하였다. 이후 도시화가 비만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연구에

서 모형을 통해 설명되었다. Hoffman(2001)은 도시화가 여러 식이, 행동

적 위험요인과 연관되어있음을 설명하고 모형을 통해 개발도상국에서 도

시화와 비만율 증가 사이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설명하였다[그림2].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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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서 도시화는 인구의 비만 증가에 기여하며, 서구화된 식단과 신체활

동 감소를 유도하는 도시환경을 통해 비만을 증가시킨다.

[그림 2] 개발도상국에서 비만 발생의 원인

도시화는 비만을 포함한 다른 비감염성 질병과 연관되어 모형으로 설

명되기도 한다. 세계보건기구(2011)는 빈곤과 비감염성 질병의 관계를

나타낸 모형에 세계화, 도시화, 고령화를 포함하고, 이러한 거시적 환경

요인들이 건강하지 않은 식단, 신체활동 부족과 같은 위험 요인에 대한

노출을 높여 비감염성 질병을 야기한다고 설명하였다[그림3].

[그림 3] 도시화가 비감염성 질병에 가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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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도시화가 비만에 가하는 영향은 다양한 모형의 일부로 포함되고,

도시화가 비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증이 시도되

었다. Gassasse 외(2017)는 도시화가 비만을 중재하여 제 2형 당뇨를

야기한다고 가정 후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를 이용하여 이러한 관계를 나

타내고자 하였다[그림4].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모형에서 주요 노출 요인

인 도시화와 비만 및 신체활동 부족, 당류 섭취와 같은 중간 변수와 유

의한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가 검증되었다. 이 연구는 횡단면 연구로 20

세에서 79세 사이 성인의 연령 표준화된 인구 평균 비만율을 사용하였

다. 연구결과 인구 밀도로 제시되는 도시화는 중간변수 중 비만과 유의

한 관계가 있었으나, 비만과 제 2형 당뇨(Type 2 Diabetes, T2D) 사이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4] 당뇨발생에서 도시화와 비만

Fox 외(2019)는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근대화와 세계화로 나

누어 비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고 근대화와 세계화 중 어떤 요

인이 인구 비만율 증가와 관계있는지를 살피는 모형을 구성하였다[그림

5]. 모형에서 도시화는 근대화에 속한 요소이며, 도시인구는 지방인구와

구분되는 열량 및 지방 함량이 높은 식이 및 행동 양상 변화를 경험하여

보다 높은 비만 위험을 지닌다. 모형에 제시된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패

널분석모형을 활용하였으며, 연구결과 도시화를 비롯한 근대화 요인이

비만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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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근대화의 요소로서 도시화와 비만

이와 같이 도시화와 비만 간의 관계는 도시의 비만을 유도하는 환경

및 도시 인구의 높은 비만율을 중심으로 설명되며, 도시 인구의 높은 비

만율이 국가 비만율에 반영되는 양상으로서 설명된다. 이는 앞선 내용과

같이 다양한 연구에서 모형으로써 서술되었으며, 국가 내 개인을 단위로

하는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단일 국가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다수의 연

구에서 도시 인구의 비만율은 지방 인구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도시 환경과 이에 따른 도시 인구의 생활양상을 중심으로 해석되

고, 도시화는 인구 비만을 증가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다

(Siervo et al.,2006; Christensen et al.,2008; Ekezie et al.,2011;

Maruapula et al.,2011). 청소년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도 도시

화는 비만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설명되었다(Maruapula et al.,2011;

Ojiambo et al.,2012; Wrottesley et al.,2019). 도시화에 초점을 맞추어 도

시 인구의 증가 자체가 인구 전반의 건강에 실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 연구로서 Goryakin 외(2017)는 패널 분석 모형을 통해 20세 이상

성인에서 도시화가 비감염성 질병 위험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

로 살펴보았다. 1980년부터 2008년까지 173개 국가의 관측값과 추정값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이전 년도의 도시화 정도는 성인 인구에서 평균

체질량지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 환경에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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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 쉬운 식이 양상을 통해 중재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하지만, 최근 지방 인구에서 비만이 급속히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이는 국가 도시화와 비만 인구 증가 사이 관계를 설명하는 기존

의 이해와 잘 부합하지 않는다. Bixby 외(2019)는 국제적으로 크게 증

가한 평균 체질량지수의 변화는 도시 인구보다는 지방 인구에서 보이는

빠른 체질량지수 증가와 관련 있으며, 특히 여성 인구에서 도시·농촌 거

주지역에 따른 체질량지수의 차이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평균 체질량지수를 활용한 경우, 평균 체질량지수의 증가가 인구 과체중

이나 비만의 증가보다 인구 집단 내 체중미달이었던 인구의 영양 개선

정도를 반영한 결과일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de Soysa&de Soysa,

2018). 더불어 청소년 비만 문제에서 다수의 개발도상국이 저체중과 과

체중의 이중부담을 가지므로(Jaacks et al.,2014) 인구 비만율이 아닌

인구 평균 체질량지수를 활용한 Bixby 외의 연구는 제한점을 가져 조심

스럽게 해석된다. 하지만, 인구 비만에 초점을 맞추는 다른 연구에서도

도시와 농촌 사이에서 사라지는 비만 격차를 보고하고 있어

(Popkin&Slining,2013; Jaacks et al.,2014; Ford et al.,2017) 도시화

가 인구 비만에 실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비만 발생에서 청소년기가 지니는 취약성과 환경적 영향을

크게 받는 청소년 비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에서 비만과 관련된 환

경적 요인을 탐구하고자 한다. 국제적인 비만 인구 증가를 설명할 때에

도시화는 이를 이끄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며, 이러한 논의는 청

소년 비만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이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화와 비만

의 관계는 비만을 유도하는 도시 환경과 이에 따른 높은 도시 비만율로

설명되었다. 하지만 근간 이런 이해와 잘 부합하지 않는 연구 보고가 이

어져 도시화가 인구 비만에 실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다. 청소년 비만과 관련하여, 국가 내 연구 결과 도시 환경은 청소년

인구의 비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논의되었지만, 국제적 관점에서 도시

인구의 증가인 도시화가 청소년 인구의 비만 증가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주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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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자료원

본 연구는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가 혼합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도시화율과 청소년 비만율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국가별 연간

관측치를 활용하고자 하며, 변수에 따른 데이터 수집은 세계보건기구의

국제 건강 관측(Global Health Observatory, GHO) 및 세계은행의 자료

은행(Data Bank),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의 식량안보지표(Food Security

Index)를 이용하였다[표1]. 대상 국가는 세계보건기구를 통해 청소년 비

만율이 보고된 195개 국가로 하였으나, 세계은행 및 식량농업기구의 자

료에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31개 국가를 제외4)하여 총 164개국이 분

석에 포함되었다.

분류 변수명 자료원

종속변수
국가 남성 청소년 비만율

세계보건기구
국가 여성 청소년 비만율

설명변수 국가 시간지연 도시인구비율 세계은행

통제변수

국가 평균 1인당 하루 칼로리 잉여량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1인당 국가 소득(GDP 기준)

세계은행국가 연간 인구 변화율

국가별 면적당 곡식 생산량

[표 1] 변수 분류 및 자료원

4) 분석에 포함된 변수에 대해 10년 간 추정치가 한 번도 보고되지 않은 경우 해당

국가를 제외하였다. 주요 질병부담이 지정되지 않은 10개 국가(쿡제도, 모나코, 나우

루, 니우에, 산마리노, 세인트키츠네비스, 팔라우, (구)수단, 수단, 투발루)와 비감염성

질병부담이 큰 7개 국가(안도라, 바레인, 아이슬란드, 카타르, 사모아, 세이셀, 싱가

포르), 외상질병부담이 과도한 3개 국가(북한, 세인트루시아, 시리아), 여러 질병부담

을 가진 11개 국가(부룬디, 부탄, 적도기니, 에리트리아, 키리바시, 마셜제도, 미크로

네시아, 나미비아, 소말리아, 남아프리카, 통가)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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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주요 변수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국가별 남성 및 여성 청소년 비만율로, 성별에

따라 각각 분석되었다. 국가별 10세에서 19세 사이 청소년 비만율은 국

가별로 체질량지수가 세계보건기구가 정의한 중간 값보다 2 표준편차 더

높은 인구의 백분율로 정의된다. 해당 자료는 1975년에서 2016년 사이에

이루어진 2,416개의 인구조사 및 약 1억 2천 9백만 명의 인구를 바탕으

로 NCD-RisC 연구소의 주도 하에 구성되었고, 비만율 계산에서 모든

청소년 인구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었다.

국가별로 당면한 청소년 인구의 건강 수준에 따라 청소년 비만 문제

에 대한 국가적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각국의 청소년이

주로 가지는 질병 부담의 종류에 따라 여러 질병부담을 동시에 가진 국

가, 외상 질병부담이 과도한 국가, 비감염성 질병부담이 큰 국가 집단으

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청소년 질병부담에 따른 국가 분류는

Azzopardi 외(2019)의 기준 및 분류를 이용하였다. 해당 분류는 국제 질

병 및 외상부담, 위험 요인 연구(Global Burden of Diseases, Injuries,

and Risk factors Study, GBD)의 2016년 자료를 기본으로 하며, 국가의

감염성 및 모성, 영양 질병부담(이후 질병집단1)이 청소년 10만 명 당

2500 질병보정손실수명5)(Disability Adjusted Life Years, DALY) 이상인

경우 여러 질병부담을 지닌 국가로 정의한다. 이 때 경계값(cut-off

value)인 2,500 DALY는 2013년 GBD를 이용하여 정해진 값으로, 비감염

성 질병부담이 큰 국가보다 질병집단 1에 속하는 상태가 2배 이상 많으

며, 청소년 전체 질병부담의 적어도 20%을 차지하는 기준 값이다. 외상

5) 질병보정손실수명(Disease Adjusted Life Year, DALY)은 조기사망 및 질병

이환으로 인한 부담을 계량화한다. 1DALY는 1년의 건강한 삶을 잃은 것을 의미하

며, 이러한 DALY의 합은 현재 건강 상황과 이상적인 건강 상황 사이의 격차를 나

타내는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WHO,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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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부담이 과도한 국가는 질병집단 1에 속하는 질병부담은 2,500

DALY 미만이지만 외상으로 인한 부담은 2,500 DALY 이상인 국가이며,

이러한 국가의 청소년 인구는 비감염성 질병부담이 큰 국가들보다 두 배

이상 외상으로 인한 질병부담을 경험한다. 마지막으로 비감염성 질병부

담이 큰 국가는 외상 및 질병집단 1 상태로 인한 질병부담이 10만 명당

2,500 DALY보다 적은 국가이다. 분석에는 비감염성 질병부담이 큰 75개

국가와 외상 질병부담이 과도한 31개 국가, 여러 질병부담을 가진 58개

국가의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지표가 포함되었다[별첨1].

2. 설명변수

설명변수는 도시인구비율로, 국가 전체 인구 중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의 백분율로서 정의된다. 도시인구비율은 도시화를 반영하는 지표로써

다수의 건강결과를 탐구하는 연구에서 활용된 바 있다(Goryakin et

al.,2017; Chen et al.,2018; de Soysa&de Soysa,2018; Fox et al.,

2019).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비만이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여 직전 연도의 도시화율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3. 통제변수

선행 문헌을 검토하여 종속변수인 청소년 비만율과 설명변수인 도시

화율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종속변수인 청소년

비만율에 대한 통제변수로써 국가별 1인당 하루 평균 칼로리 잉여량을

포함하였다. 이는 국제식량농업기구에서 제공하는 국가 평균 1인당 하루

칼로리 섭취량에서 국가 평균 1인당 하루 칼로리 소비량을 뺀 값으로,

국민들의 평균적인 영양 및 신체활동 정도를 반영한다.

1인당 국가 소득은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을 기

준으로 하였으며, 측정 단위로 2010년 미화 공식 환율을 이용한 지표를

활용하였다. 국가별 연간 인구 증가율은 해당 년도 총 인구수에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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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총 인구수를 뺀 후 100을 곱하여 백분율로써 포함하였다. 국가별

면적당 낮은 곡식 생산량은 저소득국 및 중저소득국에서 도시화를 촉발

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Gleaser,2014). 분석에 포함된 면적당 곡

식 생산량은 헥타르당 kg이다. 종속변수 외에 변수들은 국가 평균 자료

로써 성별에 따라 분리되지 않은 지표이다. 국가 평균 1인당 하루 칼로

리 잉여량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서 수집하였으며, 이 외 모든 통제

변수는 세계은행 자료은행을 통해 수집하였다.

제 3 절. 분석모형 및 방법

본 연구는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가 혼합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도시화가 남녀청소년 비만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
���
=α+β

1
�
���−1

+�’
���
β
2
+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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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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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its   : 종속변수(비만율), i는 국가, t는 시간, s는 성별을 의미 

X��−1 : 시간지연(1년) 도시화율 
Zit   : 통제변수벡터, 일반적 지역 특성적 시간적 변화포함 
α�   : 국가 특성                 
μ
��  : 시간 효과

ε
���  : 오차항, 패널의 개체적 특성을 나타내는 uis와 순수 오차항 eits로 구성

패널데이터에서는 같은 개체가 반복되어 관찰되므로 동적인 관계의

추정이 가능하며, 개체들의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 요인을 모형에서 고려

할 수 있다. 연구 모형을 적절한 방법으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오차항에

포함된 국가 특성(α�)과 시간 효과(μ��)가 고정효과인지 혹은 확률효과

인지 고려해야 한다. 국가 패널 자료를 활용하는 본 연구의 성격상, 분석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이 국가 및 시간 특성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연구모형의 추정을 위하여 국가 특성과 시간 효과

를 모두 고정효과로 간주하는 이원고정효과를 활용하였다. 고정효과는

오차항 uis를 추정해야 할 모수로 가정하며, 상수항이 패널 개체별로 서



- 19 -

로 다르면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정효과모형 패널분석을 통해 국가의 식이 문화나 인

종 구성 등 청소년 비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별 이질성을 반영하

여 모형설정 오류를 줄이고자 하였다. 분석은 STATA/SE 14.0을 이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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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기술적 분석 결과

분석에 포함된 대상 국가 수는 총 164개이며, 이는 국가별로 청소년이

가지는 질병부담에 따라 비감염성 질병부담이 큰 국가 75개와 외상 질병

부담이 과도한 국가 31개, 여러 질병부담을 가진 국가 58개로 나뉘어 주

요 질병부담에 따라 분류되었다. 2007년과 2016년 사이 주요 질병부담에

따른 집단별 변수의 특성은 다음 표와 같다[표2].

변수명 분류* 관측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비만율

(%)

a
남성 750 8.42 4.16 1.3 25.7
여성 750 5.95 3.58 0.8 19.7

b
남성 308 8.39 3.25 0.5 16.3

여성 308 7.72 3.32 0.2 14.9

c
남성 568 1.84 2.05 0.10 12.1
여성 568 2.60 2.06 0.3 13.2

도시화율

(%)

a 750 67.53 18.11 18.20 100.00

b 308 64.52 14.93 27.89 90.26

c 568 37.16 15.63 12.98 88.12

칼로리 잉여량

(kcal/day)

a 750 679.04 322.02 -227.00 1376.00

b 308 439.00 221.00 -47.00 938.00

c 568 205.55 256.54 -435.00 871.00

1인당 국내생산

(U.S. $)

a 750 22341.11 21949.57 668.95 111968.4

b 308 8762.72 7838.26 1145.14 47283.9

c 568 1732.64 1798.29 273.49 9512.01

연간 인구

변화율 (%)

a 750 0.79 1.18 -2.23 6.79
b 308 1.55 1.88 -0.88 16.39

c 568 2.26 0.92 -0.27 4.22

곡식 생산량

(kg/hectare)

a 750 4352.86 2168.99 176.3 21865.5

b 308 3992.56 4892.58 553.6 28130.1
c 568 1878.96 1180.22 34.3 5306.6

*
주요 질병부담에 따른 분류로, a,b,c는 각각 비감염성 질병부담이 큰 하위집단, 외상
질병부담이 과도한 하위집단, 여러 질병부담을 동시에 가지는 하위집단을 의미함.

[표 2] 변수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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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구분 없이 모든 데이터를 합하여 단순 평균을 구했을 때, 남성청

소년의 비만율은 질병부담에 따른 집단 중 비감염성 질병부담이 큰 집단

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여성청소년 비만율은 외상 질병부담이 큰 집단

에서 가장 높았으나, 최소값 및 최대값은 비감염성 질병부담이 큰 집단

이 세 집단 중 가장 높았다. 여러 질병부담을 가진 집단에서 청소년 비

만율이 가장 낮았으며, 이 집단에서 여성의 비만율이 남성의 비만율보다

높았다. 국가 전체 인구 중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도

시화율은 비감염성 질병부담이 큰 집단이 가장 높았고, 이어 외상성 질

병부담이 과도한 집단, 여러 질병부담을 동시에 가지는 집단 순이었다.

1인당 하루 평균 칼로리 잉여량, 1인당 평균 국내 총생산, 면적당 평균

곡물 생산량도 비감염성 질병부담이 큰 집단, 외상성 질병부담이 과도한

집단, 여러 질병부담을 동시에 가지는 집단 순으로 높았다. 연간 평균

인구 변화율은 이와는 반대 순서로 여러 질병부담을 갖는 집단에서 가장

높고 비감염성 질병부담이 큰 집단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율은 모든 주요 질병부담 집단에서 시간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6]. 2007년에서 2016년 사이에 청소년 비만율은 외상 부

담이 과도한 집단6)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남성청소년 3.49%p, 여성

청소년 2.71%p). 도시화의 경우 건강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

전 년도의 도시인구비율이 분석에 포함되었고, 따라서 2006년에서

2015년 사이 각 국가의 도시인구비율이 고려되었다. 도시화율 또한 모

든 집단에서 시간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러 질병부담을

동시에 가지는 집단7)에서 2006년에서 2015년 사이 평균적으로 3.98%p

증가하여 가장 증가폭이 컸다[그림7]. 비감염성 질병부담이 큰 집단은

1.96%p, 외상 질병부담이 과도한 집단은 4.06%p 증가하였다.

6) 외상 부담이 과도한 국가는 총 31개 국가로, 라틴아메리카 및 캐리비언 지역

의 19개 국가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3개 국가,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의 3개 국가, 유럽 및 중아시아 지역의 3개 국가이다.

7) 여러 질병부담을 동시에 가지는 국가는 총 59개 국가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40개 국가와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10개 국가, 남아시아 5개 국가,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2개 국가, 라틴 아메리카 및 캐리비언 지역의 2개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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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주요 질병부담 집단에 따른 청소년 비만율의 분포 및 변화

[그림 7] 주요 질병부담 집단에 따른 도시화율의 분포 및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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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질병부담에 따른 하위집단 내에서 독립변수로 포함된 변수 간

상관성을 살펴보았다[표3]. 분석결과 비감염성 질병부담이 큰 집단과 외

상 질병부담이 과도한 집단은 독립변수 사이에 양의 관계를 보였지만 여

러 질병부담을 동시에 가지는 집단의 경우 인구증가율과 칼로리 잉여량

및 국민소득 사이의 관계, 곡식 생산량과 도시화율, 인구증가율의 사이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두 하위집단과는 다른 양상을 보

였다. 상관계수는 모두 0.7 미만으로 중간정도나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

변수 간 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가정하였다8).

분류* 도시화율
칼로리

잉여량

1인당

국민소득

인구

증가율

곡식

생산량

도시화율 - 1.00

칼로리

잉여량

a 0.46

1.00b 0.33

c 0.17

1인당

국민소득

a 0.52 0.40
1.00b 0.47 0.19

c 0.57 0.18

인구

증가율

a 0.11 0.00 0.12

1.00b 0.29 0.01 0.38
c 0.54 -0.02 -0.19

곡식

생산량

a 0.38 0.36 0.44 0.09

1.00b 0.10 0.08 0.52 0.26
c -0.13 0.13 0.10 -0.40

* 주요 질병부담에 따른 분류로, a,b,c는 각각 비감염성 질병부담이 큰 하위집단, 외상

질병부담이 과도한 하위집단, 여러 질병부담을 동시에 가지는 하위집단을 의미함.

[표 3]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8) 상관계수는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상관계수의 절댓값

(|r|)이 0.3보다 작은 경우 낮은 상관관계, 0.7보다 작은 경우 중간 정도의 상

관관계, 0.7보다 큰 경우 높은 상관관계로 이해된다. 상관계수의 절댓값이 0.7

을 넘지 않는지 확인함으로써 어느 정도 공선성 문제를 줄일 수 있다(Dormann

et al.,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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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패널분석 결과

2007년에서 2016년 사이 국가별 연 단위 관측치를 이용하여 패널 데

이터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성된 데이터 중

2016년 자료를 이용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주요 질병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단순회귀분석을 수행했을 때 남성

과 여성 청소년 모두 도시화와 비만율 사이 0.001보다 낮은 유의수준으

로 양의 관계가 있었다[그림8,9]. 주요 질병부담 집단에 따라 분석했을

때 비감염성 질병부담이 큰 국가 집단 및 외상 질병부담이 과도한 국가

집단에서는 도시화와 비만율 사이에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었으나 여러

질병부담을 동시에 가지는 국가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별첨2].

이후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국가별 이질성을 고려하여 국가별로 청

소년이 주로 가지는 질병부담의 종류에 따라 하위집단을 구성하고 성별

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이원고정효과모형을 통해 국가의 개별적 특성과

시간 특성을 고정하였다. 연도 더미변수에 대한 검정 결과 연도변수는

0.0001보다 낮은 수준으로 0이 아니게 나타나 연도 고정이 필요한 것으

로 나타났다. 164개 국가를 대상으로 [표4]는 남성청소년을, [표5]는

여성청소년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모형의 전체적인 설명력과 관련

된 결정계수(Overall R-squared)는 0.05에서 0.39 사이로 나타나 5%에서

39% 정도 모형을 설명했다. 국가 내에서의 변동을 모형이 설명하는 정

도를 나타내는 결정계수(Within R-squared)는 0.54에서 0.94사이로, 54%

에서 94%사이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도시화는 비감염성 질병부담이 큰 하위집단에서는 남성청소년과 여성

청소년 모두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나, 외상 질병부담이 과도한 집단

과 여러 질병부담을 동시에 가지는 집단에서는 청소년 비만과 유의한9)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율 및 도시화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 중 칼로리 잉여량은 시간효과를 고정한 전후로 비만율과의 관

9) 본 연구에서는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유의수준(p-value)이 0.05 이하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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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남성청소년 비만율과 도시화율 단순 회귀 분석

[그림 9] 여성청소년 비만율과 도시화율 단순 회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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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감염성 질병부담이 

큰 집단

외상 질병부담이 

과도한 집단

여러 질병부담을 동시에 

갖는 집단
Coef. p>∣∣t∣ Coef. p>∣∣t∣ Coef. p>∣∣t∣

도시화율† 0.14097** 0.00 0.02030 0.27 0.03381 0.16

1인당 하루 칼로리 잉여량 0.00213** 0.00 -0.00063 0.05 -0.00028 0.47

1인당 국가소득 -0.00004** 0.00 0.00001 0.65 0.00047** 0.00

국가 연간 인구 증가율 0.02747 0.49 -0.05863** 0.00 0.10843 0.25

국가 면적당 곡식 생산량 0.00006* 0.01 0.00003* 0.01 0.00011 0.21

연도더미변수 2008‡ 0.19547** 0.01 0.32677** 0.00 0.08967 0.30

연도더미변수 2009 0.38890** 0.00 0.66888** 0.00 0.19570* 0.03

연도더미변수 2010 0.63968** 0.00 1.02765** 0.00 0.29351** 0.00

연도더미변수 2011 0.88525** 0.00 1.37933** 0.00 0.39902** 0.00

연도더미변수 2012 1.15061** 0.00 1.78661** 0.00 0.51193** 0.00

연도더미변수 2013 1.41062** 0.00 2.18121** 0.00 0.65721** 0.00

연도더미변수 2014 1.69809** 0.00 2.61268** 0.00 0.79908** 0.00

연도더미변수 2015 2.04702** 0.00 3.04643** 0.00 0.97545** 0.00

연도더미변수 2016 2.38378** 0.00 3.52451** 0.00 1.17114** 0.00

상수항 -3.04236 0.02 5.58632 0.00 -1.14235 0.22

결정계수(Overall) 0.3926 0.245 0.1315

결정계수(Within) 0.8248 0.9398 0.5381

결정계수(Between) 0.366 0.356 0.1015
†: 이전 연도의 도시인구비율     ‡: 연도더미변수 2007을 기준으로 함    
*: p-value <0.05     **: p-value <0.01

[표 4] 남성청소년 비만율과 도시화율 패널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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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감염성 질병부담이 

큰 집단

외상 질병부담이 

과도한 집단

여러 질병부담을 동시에 

갖는 집단
Coef p>∣∣t∣ Coef p>∣∣t∣ Coef p>∣∣t∣

도시화율† 0.05603** 0.00 0.00069 0.97 0.00444 0.84

1인당 하루 칼로리 잉여량 0.00171** 0.00 -0.00092** 0.01 -0.00142** 0.00

1인당 국가소득 -0.00005** 0.00 -0.00002 0.23 0.00081** 0.00

국가 연간 인구 증가율 0.01168 0.69 -0.00912 0.60 0.38564** 0.00

국가 면적당 곡식 생산량 -0.00001 0.61 0.00002 0.05 -0.00005 0.59

연도더미변수 2008‡ 0.15089** 0.01 0.29128** 0.00 0.13566 0.10

연도더미변수 2009 0.25619** 0.00 0.55636** 0.00 0.33373** 0.00

연도더미변수 2010 0.44023** 0.00 0.85974** 0.00 0.48783** 0.00

연도더미변수 2011 0.62072** 0.00 1.15133** 0.00 0.65042** 0.00

연도더미변수 2012 0.78883** 0.00 1.48523** 0.00 0.81507** 0.00

연도더미변수 2013 0.98644** 0.00 1.82520** 0.00 0.99273** 0.00

연도더미변수 2014 1.18984** 0.00 2.15329** 0.00 1.19399** 0.00

연도더미변수 2015 1.42551** 0.00 2.50524** 0.00 1.40925** 0.00

연도더미변수 2016 1.65018** 0.00 2.87129** 0.00 1.63007** 0.00

상수 1.36030 0.17 6.84190 0.00 -0.22888 0.80

결정계수(Overall) 0.1545 0.045 0.2238

결정계수(Within) 0.7818 0.9009 0.6697

결정계수(Between) 0.1318 0.0281 0.1719
†: 이전 연도의 도시인구비율     ‡: 연도더미변수 2007을 기준으로 함    
*: p-value <0.05     **: p-value <0.01

[표 5] 여성청소년의 비만율과 도시화율 패널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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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그 방향이 변하였다[별첨3]. 시간효과 고정과는 상관없이 비감염

성 질병부담이 큰 집단에서 1인당 하루 칼로리 잉여량은 남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 모두에서 비만율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외

상 질병부담이 큰 집단과 여러 질병부담을 동시에 가지는 집단의 경우,

시간효과를 고정하기 전은 칼로리 잉여량과 청소년 비만율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으나 시간효과를 고정한 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

고, 여성청소년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국가소득의 경우 여

러 질병부담을 동시에 갖는 집단에서는 전체 청소년과 통계적으로 유의양

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비감염성 질병부담이 큰 집단에서는 음의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인구 증가율의 경우 여러 질병부담

을 동시에 갖는 집단에서는 여성청소년의 비만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

였고, 외상 질병부담이 과도한 집단에서는 남성청소년의 비만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면적당 곡식생산량의 경우 그 증가는 비감염성

질병부담이 큰 집단과 외상 질병부담이 과도한 집단에서 남성 청소년 비

만율의 증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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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고찰

제 1 절.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본 연구는 2007년에서 2016년 사이 164개 국가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도시화와 청소년 비만율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기존에는

거의 평행하게 증가하는 국제적 도시화율과 비만율을 이해할 때, 비만을

유도하는 도시의 환경적 특성이 도시 내 인구 비만에 영향을 미치고, 최

종적으로 도시의 증가가 인구 비만율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으로 이

해되었다. 본 연구는 패널분석을 통해 국가 특성 및 시간 영향을 고정했

을 때 도시화와 비만율 사이의 실제적인 영향을 탐구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비만 발생의 결정적 시기이자 비만 발생에서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진 청소년기를 통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비감염성 질병부담이 큰 국가 집단에서는 도시화와 청소년

비만율 증가 사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하지만 외상 질병

부담이 과도한집단과 여러 질병부담을 동시에 가지는 집단에서는 청소년

비만율과 도시화 사이에 양의 관계는 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외상 질병부담이 과도하거나 여러 질병

부담을 동시에 가지는 개발도상국가에서 도시화가 청소년 비만율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가설을 기각한다. 이는 증가하는 인구 비만율과 도시 인

구의 증가는 관련이 적으며, 국제적으로 청소년 비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청소년 비만율 증가는 도시와 지방의 구분 없이 국

가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비감염성 질병부담이 큰 집단에서 국가의 도시화 정도는 국가의 청소

년 비만율과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감염성 질병부담이

큰 하위집단에 속하는 국가는 75개로, 다른 하위집단과 비교하여 높은

소득수준을 갖는다. 75개 국가 중 42개 국가는 고소득국가였으며, 23개

국가는 중고소득국가, 9개 국가는 중저소득국가로, 저소득국가는 타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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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탄 하나이다. 소득 수준이 높은 일부 국가에서 지방의 비만율이 도시

보다 높게 보고된 점을 고려하여 여성 체질량지수를 기준으로 2007년에

서 2016년 사이 비감염성 질병부담이 큰 국가의 도시와 지방 인구 평균

체질량지수를 살펴보았다[별첨4]. 인구 평균 체질량지수가 청소년 비만

율을 반드시 대표하지 않을 것이라는 한계가 있으나, 비감염성 질병부담

이 큰 집단을 구성하는 대부분 국가에서 체중미달 개선정도는 미미하고,

구체적으로 단일한 기준을 사용하여 도시와 지방의 비만율을 비교하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국가별 도시와 지방에서 여성의 평균 체질량지수

를 참고하였다. 75개 국가 중 44개 국가에서 도시 여성보다 지방 여성

의 체질량지수가 높았다. 고소득국가 뿐만 아니라 일부 중고소득국가 및

중저소득국가도 도시보다 지방에서 체질량지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2007년에 도시보다 지방에서 체질량지수가 더 높은 중고소득국가는

9개 국가에서 2016년에는 12개 국가로 증가하였으며, 중저소득국에서도

마찬가지로 3개 국가에서 4개 국가로 증가했다. 도시보다 지방에서 더

높은 인구의 비만은, 비만한 인구가 많은 도시의 증가가 인구 비만율 증

가로 이어진다는 기존의 도시화와 비만 사이 관계에 대한 이해와 모순된

다. 따라서 연구에서 분석을 통해 비감염성 질병부담이 높은 집단에서

도시화율과 청소년 비만율이 상관관계를 지닌다는 결과는 있었지만, 앞

선 이해를 바탕으로 도시화가 인구 비만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내릴 수

없었다.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사용된 1일 평균 칼로리 잉여량 및 1인당 국가

소득, 인구증가율은 주요 질병부담에 따라 그 방향이 서로 다른 모습이

었다. 소득수준별로 국가를 나누어 비만과 도시화 사이의 관계를 탐구한

Chen 외(2018)의 연구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집단별

로 칼로리 섭취량과 국가소득에서 방향과 정도의 이질성이 관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외상 질병부담이 과도한 국가의 여성청소년에서 시간효과

를 반영한 후 칼로리 잉여량과 비만율간 관계가 음으로 역전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는 가공식품 산업의 발전이나 맥도날드화(McDonaldi-

zation)와 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가 내에서 칼로리 잉여량과 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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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에 동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이 모형에서 충분히 반

영되지 못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비감염성 질병부담이 큰 집단에서

시간효과 반영 후 국가소득 증가와 비만율 감소와 관련된다는 분석결과

도 유사한 맥락 내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도시화와 비

만 사이 관계를 설명하는 모형의 확장보다 기존에 도시화와 비만 사이

관계를 탐구한 문헌에서 검증이 이루어진 요인과 모형을 확인하고 이를

청소년 비만에 대입하여 도시화와 청소년 비만 사이의 관계를 검증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기존 연구에서 조명하지 않은 개념은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면적당 곡식 생산량의 증가는 비감염성 질

병부담이 큰 국가와 외상 질병부담이 과도한 국가 내의 남성 청소년의

비만과 관련이 있었다. 하지만, 그 정도는 미미하여 비감염성 질병부담

이 높은 집단 내 가장 낮은 면적당 곡식생산량(176.3kg/ha)이 관측된

가장 높은 곡식생산량(21865.5kg/ha)으로 증가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

을 했을 때 비만율은 약 1.23% 증가하였다. 마찬가지의 방법을 적용했

을 때 외상 질병부담이 높은 국가의 경우 약 0.98% 증가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도시화는 다른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인구 신체 측정

지수와 도시화 사이의 관계를 탐구한 선행 연구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Goryakin 외(2017)는 20세 이상의 성인의 연령 표준화된 체질량지수를,

Chen 외(2018)는 19세 이상 가임기 여성의 과체중 및 비만율을, Fox

외(2019)는 전체 인구의 연령 표준화된 체질량지수를 종속변수로 패널

분석을 수행하고 도시화율과 유의한 관계를 보고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변수의 차이점으로, 앞선 연구들에서는 칼로리 잉여량이 아닌 칼로리 섭

취량이 분석에서 활용되었으며, 인구의 활동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각각

국내총생산 중 서비스 직군이 차지하는 비중과 여성의 농업 취업률, 국

가별 탄소 배출량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반면, 본 연구는 청소년기를 경

제활동이 시작되기 다소 이른 나이로 고려하고 국가 내 직업 분포 비율

이나 이동수단과 연관된 탄소 배출량이 청소년 인구의 활동 수준을 나타

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직업 분포를 분석에 포함하지 않는 대신 칼

로리 잉여량을 통해 국가 전반적인 열량 불균형 양상을 반영하고자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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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시화와 인구 비만 사이 유의성을 보고한 앞선 선행 문헌과 본 연

구의 공통적인 차이점이 직업 분포의 반영 유무인 점을 고려하여, 청소

년이 성인과 비교하여 국가 산업 체계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인구인

점이 도시화가 인구 비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의 차이를 유도했을

가능성이 시사된다. 더불어 앞선 연구에서 비만율이 아닌 체질량지수를

활용하였으며, 영양 수준 개선에 따라 체중 부족이었던 인구가 정상 체

중에 근접하는 동시에 영양 이중 부담을 경험하는 개발도상국의 맥락 내

에서 체질량지수를 통해 비만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과 일부 연구에서

는 시간 효과의 통제 없이 국가 특성의 통제만 이루어졌다는 것도 본 연

구와 선행 연구가 다른 결과를 도출한 이유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도시화가 주요 연구 주제는 아니었으나, 2세에서 19세 사이 아동의

비만율을 종속변수로 세계화 및 자유 시장 체제의 영향을 살펴본 de

Soysa와 de Soysa(2018)의 연구에서는 에너지 섭취량과 인구 활동수준

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았고, 이 연구에서는 국가 특성을 통제했을 때

도시화는 비만율과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앞서

서술하였듯 도시화에 대한 모형의 확장보다 도시화의 영향 여부 검증에

초점을 맞추어 세계화 등의 요소를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도시화와

청소년 비만 사이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요약해 보았을 때, 청소년의 외상 질병부담이 큰 국가 집

단과 여러 질병부담을 동시에 가지는 국가 집단에서 도시화율은 청소년

비만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감염성 질

병부담이 큰 집단에서 도시화율은 청소년 비만율과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었다. 하지만 기존에 도시화와 비만 사이 관계에 대해 이루어진 논의

가 도시 인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기존의 이해를 통해

서는 비감염성 질병부담이 큰 다수의 국가 맥락 내에서 도시보다 지방에

서 평균 체질량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해석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도시화와 비만 사이의 관계를 탐구한 선행 연구에 기반하여, 본 연구 결

과는 도시화와 청소년 비만율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을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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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선행 문헌과 다르며,

경제활동이 덜 이루어지는 청소년 인구의 특성이나 종속변수 및 연구 방

법의 차이가 기존 연구와 본 연구에서 다른 결과가 도출된 요인으로 고

려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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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청소년 비만과 도시화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시사한다.

보다 넓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도시화를 탐구한 많은 선행문헌에서 도

시화와 인구의 신체측정지수 혹은 비만 사이 관계를 보고했던 것과는 달

리, 본 연구에서 도시화는 청소년 비만율과 관련이 없거나 기존의 이해

에 기반하여 유의성을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

는 여러 의미를 전달한다. 청소년 비만율이 계속하여 증가 추세를 유지

하는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역적 인구 구성 변화와 청소년 비만율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없다는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 비만율 감소를 위한

계획에서 지방 청소년을 논의에 포함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더

불어, 국제적으로 나타나는 도시화와 인구 비만의 동반 증가 현상을 이

해할 때에 도시화로서의 도시 인구 증가 자체보다 국가별로 어떤 모습을

띄는지 그 구체적인 도시 및 도시화 특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음

이 시사되며, 도시화에 대한 기존의 보건학적인 이해가 다면화되고 확장

될 필요성을 보인다. 보다 구체적인 제언을 위해 본 연구는 종합적인 이

해를 바탕으로 청소년 비만 문제에서 도시화에 대한 이해와 도시화 지표

를 다시 한 번 비판적으로 살펴봄을 통해 당면한 제한점을 논하고 나아

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존에 청소년 비만을 주제로 하는 다수의 연구는 지방보다 도시에서

높은 청소년 비만율과 도시 청소년의 생활양식에 주목하고, 증가하는 청

소년 비만율을 도시화와 연관지어 설명하였다(Maruapula et al.,2011;

Ojiambo et al.,2012; Thana’Y et al.,2019 Wrottesley et al.,2019).

이러한 연구들은 단면연구의 한계로 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증가가

전체 청소년 비만율 증가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연

구 결과를 통해 설명하지 못하였으나 국가 내 청소년 비만을 설명하는

표현으로 도시화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해석에서 비만 중재의 초점은 도

시 청소년에 맞추어졌으며, 지방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비만 위험이 낮은



- 35 -

집단으로 간주되어 이들이 가지는 비만 위험성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

로 적게 이루어졌다.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던 개

발도상국 맥락 내에서, 거주 지역과 청소년 비만율 사이의 관련은 적으

며 청소년 비만 증가를 중재하는 노력이 지역과 상관없이 이루어져야 함

을 시사한다. 즉, 지방보다 도시에서 청소년 비만율이 높은 다수 개발도

상국의 맥락 내에서 중재의 초점이 도시에 맞추어질 수 있으나, 지역에

따른 차이는 크게 유의하지 않으므로 국가 청소년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

서는 지방을 함께 고려해야함을 알 수 있다.

다른 관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시 청소년의 비만 문제에 접근할

때에 도시화 자체가 아닌 비만 발생에 영향을 주는 도시의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특성을 찾아내고 정책적 접근을 통해 이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

요함을 시사한다. 세계보건기구(2010)는 국가별로 도시와 지방 인구의

비만율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을 설명할 때에 도시화 자체는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각 도시 및 도시화가 갖는 특성이 비만 발생에서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하였다. 도시화 양상과 관련하여, Gassasse

외(2017)는 단순 도시인구비율로써의 도시화보다 통제를 벗어난 인구

응집 지수의10) 증가가 성인 인구의 제 2당뇨 유병율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Guettabi와 Munasib(2014)은 무계획적인 도시 팽창 현상

(urban sprawl)이 아동 체질량지수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무계획적인

도시 팽창 현상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도시 특성과 관련하여, Pirgon과 Aslan(2015)은 아동 비만을 줄이기 위

해 도시 내 여가시설을 늘이고 도보 접근성을 높여야한다고 제언하였다.

과체중이나 비만 증가와 도시화 사이 관계를 보고한 기존의 연구들은 개

발도상국에서 이루어지는 도시화 양상이 현재 수준에서는 인구 비만을

이끈다는 경고를 전달하는 한편 이를 발전이나 근대화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 중 하나로 보고하고 있는데(Goryakin et al.,2017; Fox et

al.,2019), 이러하나 설명에서 인구 비만은 국가 발전에 있어서 다소 불

10) 인구 응집력 지수는 인구 밀도, 주요 도시의 크기, 주변 도시로 이동하는

시간에 대한 측정을 반영한다(Uchida&Nelson,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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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피한 결과 중 하나로 전달된다. 도시화와 청소년 비만율 사이 관련이

없음을 보이는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시 환경에서 인구 비만율 중재를 위

한 국가적 노력에 보다 중점을 둔다. 추후 청소년 비만율에 영향을 주는

실질적인 국가별 도시화 양상이나 도시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연

구를 통해 청소년 비만 중재를 위한 초석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 도시화가 인구 비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비만을 유

도하는 도시 환경에 집중되어 다소 단편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비감염성 질병부담이 큰 집단 내의 도시화율과 청소년 비만율 사이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었지만, 다수 국가에서 도시보다 지방 인구의 체질량지

수가 더 높은 모습을 설명하기 어려웠다. 도시화는 소득불평등이나 기후

변화, 서비스 접근 등 인구에 다면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논의되지만

(UN-Habitat, 2016), 보건학에서 도시화에 대한 이해의 범위는 다소 한

정적인 모습이다. 예로, 국가 내 소득분초는 도시화와 비만 모두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되지만 통합적으로 다루어지기보다 분절되어 따로 그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Popkin(2005)은 지방에서의 비만 증가 및 비

만이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이전되는 양상을 보고했고, Jaacks 외

(2019)는 국가의 경제적 발전에 따라 비만이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

로 전이되는 과정을 예측했다. Monteiro 외(2004)는 중저소득국의 1인

당 국민 총생산의 중간 값인 2,500 달러를 기준으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비만율이 역전된다고 하였다. 청소년 인구에서도 지방의 빠

른 비만 증가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비만의 심화가 보고되었다

(Bann et al.,2018; Dong et al.,2019). 또 도시 거주 및 도시화가 인구

비만 사이 관계를 설명하는 선행 문헌들은 요인과 경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없이 도시화를 비만을 유도하는 환경의 증가를 대변하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서술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해석이 시도되더라도 도시 인구의

식습관이나 활동 수준 등에 국한된 단편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도

시화는 복잡한 사회 경제적 변화 과정이며 소득불평등 등 다층적인 변화

를 수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시화와 비만에 대한 이해가 보다 종합

적인 시각에서 다면적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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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와 비만 사이의 연관성을 보고하는 문헌에서 형성되는 이해가

현재의 도시화 지표에서 얼마나 잘 반영되는지에 대한 재고도 필요하다.

청소년 비만을 주제로 하는 연구에서 청소년 비만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써 도시화가 여러 번 논의되었으나, 단순 도시 인구 증가의 의

미보다는 비만을 유도하는 환경의 증가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Thana 외

(2019)는 도시화가 청소년의 식이 습관 및 신체 활동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했으며, 마찬가지로 Wrottesley 외(2019)도 식품 환경과 접근이 변

화하고 시설, 직업 및 교통이 도시화됨에 따라 도시와 지방 간 비만율

차이가 나타나고 그 영향이 확장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도시화가 도시인

구비율의 증가보다는 비만을 유도하는 환경적 요인들의 증가라는 의미로

전달되고 있음을 고려해 도시인구비율이 보건에서 서술되는 개념을 얼마

나 대표하는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아직 도시화가 미치는 영향이

정립되지 않았고, 따라서 현재 논의에서 도시화라는 표현이 정확한 의미

를 전달하기보다 다소 모호하게 수식어처럼 사용되는 모습이지만, 추후

연구를 통해 도시화와 인구 비만 사이 관계를 보다 명확히 밝혀지고, 이

를 기반하여 단순 인구비율이 아닌 구체적인 요인으로 도시화의 영향을

다시 검증했을 때 본 연구의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덧붙여,

현재 인구 비만 문제에서 도시화의 표현으로 아우러지는 도시 내 빈곤층

비만 증가와 같은 문제들도 도시화의 개념이 명확해졌을 때 식량안보와

같은 기저의 문제를 더 잘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도시인구비율로 나타나는 도시화 지표의 해석에 대한 논

란도 적지 않다. Cohen(2004)은 현재 도시화 지표로써 보편적으로 사용

되는 도시인구비율은 완전성이 부족하며 인구 구성 외의 요소도 나타내

기 때문에, 국가별 도시화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도시인구비율을 이용하

는 경우 오해가 생길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 주장에서 Cohen은 도시

인구비율은 국가 인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나 개발도상국의 경우 결

과가 매년 발표되지 않아 실제 값이 아닌 대체 값인 경우가 많고, 개발

도상국에서도 도시화 지방의 생활양식의 차이가 사라지고 있어 도시와

지방의 구분이 무의미하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 없이 도시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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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도시인구비율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우

오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Satterwaite(2007)는 국가별 기준

의 한계성을 지적하였다. 현재 도시인구비율은 국가별로 다르게 설정된

도시의 기준에 의거해 집계되는데, 국가별 도시의 기준에 따라 값의 차

이가 크다. 예로, 필리핀 내에서도 마닐라 도시(city)에 거주하는 인구와

수도 행정 구역(national capital region)으로서의 마닐라 지역에 거주

인구는 각각 160만 명과 990만 명으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도시 인구 수가 크게 달라진다. 본 연구와 선행 연구는 패널모형을 통해

국가 내와 국가 별 차이를 동시에 반영함으로써 국가별 기준의 이질성으

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고자 하였으나, 사용된 지표에 대한 논란이 제기

되는 상황 속에서 연구 결과의 해석의 적절성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다.

마지막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비만이 증가하며 비만에 대한 연구의 필

요성은 증가하였지만, 현재까지 비만에 대해 공유되어 이해되는 내용은

부족하다. 특히 청소년 비만의 경우 연구 보고가 제한적이며, 연구 및

자료의 부족이 다시 연구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학교보건 및 급식

도 청소년 비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Story,1999;

Dietz&Gortmaker,2001; Doak et al.,2006) 국가의 학교보건 및 급식과

관련된 자료는 적다. 세계은행에서 SABER(Systems Approach for

Better Education Results)를 통하여 국가별 학교보건 및 급식을 평가

하고 공개하고 있지만 국제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하

다. 청소년 인구에서 TV 시청 또한 공통적인 보고가 이루어지는 비만과

관련된 요인 중 하나이지만(WHO,2017b; Robinson et al.,2017), 대부

분의 연구가 일차 자료 분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차 분석으로 이러한 요

소를 분석에 포함하기에는 그 자료가 부족하다. 청소년 비만 문제가 그

중요성에 비해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관련

지표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연구를 촉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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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의의

본 연구는 내생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연구의 분석에서 시간효과의 반영 여부에 따라 통제변수의 방향성이 달

라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가공 식품산업의 발전이나 TV시청을 비

롯한 여가활동의 변화와 같은 청소년 비만율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들

이 모형을 통해 충분히 통제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본 연구는

모형의 확장보다 도시화와 비만 사이 관계에 대한 기존의 이해가 청소년

비만에 부합하는지 검증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기존 문헌을 바탕으로 통

제변수를 구성하였다. 청소년 비만율을 탐구하는 이후의 연구에서는 영

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모형에 포함하여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도시의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게 설정되며 그 기준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도 하여 국가 간 비교

에서 한계를 가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 국

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러 번 관찰한 종단 자료를 구성하고 패널분

석을 수행함으로써 국가 간 이질성 문제에 대해 일부 해결하고자 했다.

더불어 본 연구의 검증적 성격에 따라 기존에 도시화를 나타내는 지표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도시 내 인구비율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한계점에도, 본 연구는 연구가 부족한 청소년 인구를 대상

으로 청소년 인구의 주요 보건문제인 비만에 대해 탐구하고, 도시화와

관련된 담론을 모아서 살펴보았다는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기존의

도시화와 비만 간의 관계에 대해 이루어진 기존의 이해에 문제점을 제기

하고, 선행 연구에서 소외되었던 개념인 지방 청소년 비만 중재의 필요

성과 비만을 유도하는 도시 및 도시화의 구체적 특성을 발견하고 통제하

는 국가 정책적 노력의 중요성을 조명한다. 더불어 도시화를 주제로 형

성되는 이해를 종합해서 살펴봄을 통해 도시화를 다루는 보건학적 연구

가 마주하는 한계를 논하고 추후 고려할 점을 제시했음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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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ugh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the impact of

urbanization on adolescent obesity in urban areas, more recent

studies have indicated a substantial increase in obesity rates in

rural areas.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and explain these

recent trends, this study addresses whether urbanization has a

positive association with adolescent obesity given the increased

obesity rates in non-urban areas.

Obesity in adolescents is a global health issue that needs urgent

intervention. Despite the imperative global burden of diseases

carried by adolescents, little attention is put on obesity issues at

all. Worldwide, one in five adolescents is overweight or ob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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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number is expected to keep rising. In fact, the number of

obese children and adolescents has increased tenfold in the past

four decades.

Adolescence is a biologically critical period for the development

of obesity, and individuals at these ages are more susceptible to

obesity–inducing(obesogenic) environmental factors. Because

obesogenic environmental factors have a greater impact during

adolescence, studying these environmental factors is critical to

understanding increasing adolescent obesity.

Previous studies have generally indicated a strong association

between urbanization and population obesity. Due to the

obesogenic characteristics of cities and high obesity prevalence in

urban areas, these studies concluded that there is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urbanization and obesity. In adult populations,

the association was proven to be valid by studies conducting

panel analysis at a cross-national level. Previous studies likewise

showed higher prevalence of obesity in adolescents living in urban

areas compared to rural areas, implying the association between

urbanization and obesity in adolescents in addition to adults.

However, unlike studies of past, recent studies report immense

increase in obesity in rural areas and question the actual

contribution of urbanization on population obesity. This study

examines how urbanization, which was understood as one of the

major factors that drives increase in obesity, impacts obesity in

adolescents.

This study relies on a balanced panel dataset, which was

sourced from open data provided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orld Bank, and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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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compiled data from 2007 to 2016 in 164 countries, this

study utilizes a two-way fixed effects model to identify whether

urbanization has an effect on obesity in adolescents.

In this study,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the national obesity

rate of each male and female adolescents, and the explanatory

variable was the proportion of urban population to total. The

following control variables were selected based on literature

review: caloric surplus; gross national income per capita; annual

population growth; and cereal yield. Countries were divided into

three subgroups according to the leading types of disease burden

in the adolescent population: Non-communicable disease

predominant countries; Injury excess countries; and

Multi-burdened countries.

Summarizing the findings of this study, on a global scale, there

was no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urbanization and obesity in

adolescents in injury excess countries(N=31) and multi-burdened

countries(N=58).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urbanization and obesity in adolescents in only

non-communicable disease predominant countries(N=75). However,

previous discussions on the association between urbanization and

population obesity have focused solely on urban populations,

leaving it difficult to explain higher body mass index levels in

rural areas in many non-communicable disease predominant

countr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fail to corroborate the claims of

previous studies that urbanization is a cause of adolescent

obesity. In this regard,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association

between urbanization and obesity in adolescents is eithe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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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 or inexplicable based on the limited focus of previous

studies and currently-available data set.

Considering the result,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ever-increasing obesity in adolescents, obesogenic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the adolescent population should be explored

both in urban and rural areas. The result also can be interpreted

that it is the nature of urbanization or the city itself rather than

urbanization per se that influences the development of obesity.

Concrete and detailed studies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cities/urbanization should be conducted and political effort should

be followed to address the increase of obesity in adolescents. In

addition, considering that our understanding is limited when

explaining the association between urbanization and obesity in

adolescents living in non-communicable disease predominant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expand our understanding about

urbanization and its impact on obesity in populations. Also, the

concept of urbanization should be more clarified and its index

should be revised.

keywords : Adolescent, Obesity, Urbanization, Panel Analysis,

Two-way fixed effect

Student Number : 2018-2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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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1.

분석에 포함된 국가 및 질병부담에 따른 분류

분류 국가명 소득군
청소년 비만율 

(남성/여성)*

비감염성 

질병부담이 큰 국가

그리스 고소득국 14.4 / 8.8

네덜란드 고소득국 7.1 / 5

노르웨이 고소득국 9.2 / 6.9

뉴질랜드 고소득국 15.8 / 14.1

대한민국 고소득국 10.1 / 3.3

덴마크 고소득국 8.2 / 4

독일 고소득국 9.8 / 5.7

라트비아 고소득국 7.5 / 4.1

룩셈부르크 고소득국 8.8 / 5.1

리투아니아 고소득국 7.1 / 3.8

몰타 고소득국 13.9 / 9.6

미국 고소득국 22.3 / 19

바베이도스 고소득국 10.6 / 10.9

벨기에 고소득국 7.2 / 4.9

브루나이 고소득국 16 / 8.6

사우디 아라비아 고소득국 19 / 13.6

사이프러스 고소득국 13.6 / 7.2

스웨덴 고소득국 7.7 / 3.9

스위스 고소득국 6.3 / 3.9

스페인 고소득국 10.6 / 6.3

슬로바키아 고소득국 8.7 / 4.6

슬로베니아 고소득국 8.5 / 6

아일란드 고소득국 8.6 / 7.8

앤티가바부다 고소득국 9.6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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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고소득국 6.3 / 3.7

영국 고소득국 9.9 / 9

오스트리아 고소득국 10.3 / 5.1

우르과이 고소득국 14.2 / 10

이스라엘 고소득국 12.2 / 8

이탈리아 고소득국 11.5 / 8.1

일본 고소득국 3.9 / 1.1

체코 고소득국 10.7 / 5.3

칠레 고소득국 15.6 / 11.5

캐나다 고소득국 13.6 / 9.1

쿠웨이트 고소득국 25.7 / 19.7

크로아티아 고소득국 11.6 / 6.1

포르투갈 고소득국 8.7 / 8.2

폴란드 고소득국 10.4 / 3.8

프랑스 고소득국 7.4 / 6.4

핀란드 고소득국 10.8 / 4.5

헝가리 고소득국 11.9 / 7.1

호주 고소득국 12.2 / 10.4

레바논 중고소득국 14.5 / 10

로마니아 중고소득국 9.2 / 4

말레이시아 중고소득국 13.5 / 9.3

모리셔스 중고소득국 2.9 / 4.5

몬테네그로 중고소득국 8.1 / 4.3

몰디브 중고소득국 7.6 / 4.5

벨라루스 중고소득국 8.7 / 3.9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중고소득국 5.4 / 3.7

북마케도니아 중고소득국 10.2 / 5.3

불가리아 중고소득국 11.8 / 6.6

세르비아 중고소득국 10.4 / 5.4

스리랑카 중고소득국 4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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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아 중고소득국 4.2 / 3.4

아르헨티나 중고소득국 18.3 / 10.4

아제르바이잔 중고소득국 4.2 / 3.6

알바니아 중고소득국 8 / 4.6

알제리 중고소득국 12 / 10.9

중국 중고소득국 11.8 / 4.7

코스타리카 중고소득국 11 / 10.5

쿠바 중고소득국 10.7 / 8.7

터키 중고소득국 10.2 / 9.4

투르크메니스탄 중고소득국 4.6 / 2.9

페루 중고소득국 7 / 5.8

니카라과 중저소득국 8.7 / 10

모로코 중저소득국 8.7 / 8.5

몰도바 중저소득국 4 / 2.5

볼리비아 중저소득국 8.2 / 7.3

우즈베키스탄 중저소득국 3.9 / 2.4

우크라이나 중저소득국 7.5 / 4

이집트 중저소득국 13.2 / 17.1

키르기스스탄 중저소득국 3.9 / 2.1

튀니지 중저소득국 6.9 / 8.1

타지키스탄 저소득국 2.6 / 1.9

여러 질병부담을 

동시에 가진 국가

가봉 중고소득국 2.8 / 3.8

가이아나 중고소득국 8.4 / 9

남아프리카 중고소득국 9.4 / 13.2

보츠와나 중고소득국 2.7 / 7.8

피지 중고소득국 9.7 / 10.2

가나 중저소득국 0.8 / 2.5

나이지리아 중저소득국 1.3 / 1.8

동티모르 중저소득국 4.3 / 2.2

라오스 중저소득국 4.9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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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소토 중저소득국 1 / 7.6

모리타니 중저소득국 2 / 4.6

미얀마 중저소득국 4.1 / 1.7

바누아투 중저소득국 6.7 / 7.2

방글라데시 중저소득국 2.3 / 1.8

상투메프린시페 중저소득국 2.4 / 3.2

세네갈 중저소득국 0.7 / 2

솔로몬제도 중저소득국 3.4 / 4.9

앙골라 중저소득국 1.4 / 2.4

에스와티니 중저소득국 2.1 / 8.2

인도 중저소득국 1.8 / 1.1

인도네시아 중저소득국 5.8 / 3.9

잠비아 중저소득국 1.7 / 2.8

지부티 중저소득국 3.6 / 5

짐바브웨 중저소득국 1 / 5.5

카메룬 중저소득국 1.2 / 3.4

카보베르데 중저소득국 1.7 / 3.3

캄보디아 중저소득국 4.1 / 0.8

케냐 중저소득국 0.9 / 2.6

코모로스 중저소득국 1.3 / 3.2

코트디부아르 중저소득국 2 / 3.6

콩고공화국 중저소득국 1.7 / 1.6

파키스탄 중저소득국 2.9 / 2

파푸아뉴기니 중저소득국 8.1 / 8.9

필리핀 중저소득국 4.9 / 1.9

감비아 저소득국 1.7 / 2.8

기니 저소득국 0.7 / 1.8

기니비사우 저소득국 1.2 / 2.4

네팔 저소득국 1.1 / 1.4

니제르 저소득국 0.5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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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완다 저소득국 0.4 / 2.2

리베리아 저소득국 0.9 / 2

마다가스카 저소득국 1.4 / 1.2

마리 저소득국 1 / 3.2

말라위 저소득국 0.8 / 2.3

모잠비크 저소득국 1 / 2.4

베닌 저소득국 1.1 / 3.1

부르키나파소 저소득국 0.6 / 1.1

시에라리온 저소득국 0.8 / 3.3

아이티 저소득국 12.1 / 6.1

아프가니스탄 저소득국 2.3 / 2.5

에티오피아 저소득국 0.5 / 1

예멘 저소득국 5 / 5.7

우간다 저소득국 0.4 / 2.2

중아프리카공화국 저소득국 1.2 / 2.3

차드 저소득국 0.7 / 1.6

콩고민주공화국 저소득국 1 / 2.4

탄자니아 저소득국 1.3 / 2.6

토고 저소득국 1 / 2

외상 질병부담이 

과도한 국가

바하마 고소득국 15.7 / 14.9

아랍에미리트 고소득국 16.3 / 13.1

오멘 고소득국 13.6 / 11.9

트리니다드토바고 고소득국 9.4 / 9.4

파나마 고소득국 8 / 10

과테말라 중고소득국 8.4 / 8.5

그레나다 중고소득국 9.1 / 9.3

도미니카 중고소득국 12.7 / 14

도미니카공화국 중고소득국 13.7 / 12.5

러시아 중고소득국 6.4 / 3

리비아 중고소득국 13.6 /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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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비만율은 2016년 기준이며, 단위는 %임.

멕시코 중고소득국 15.2 / 11.7

베네수엘라 중고소득국 13 / 11.6

벨리즈 중고소득국 10.8 / 10.4

브라질 중고소득국 10.1 / 7.8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중고소득국 11.1 / 10.7

수리남 중고소득국 13.8 / 10.7

에콰도르 중고소득국 8.9 / 7.2

요르단 중고소득국 11.7 / 11.6

이란 중고소득국 9.3 / 8.1

이라크 중고소득국 12.4 / 12.8

자메이카 중고소득국 11 / 11.9

조지아 중고소득국 7.4 / 3.8

카자흐스탄 중고소득국 6.6 / 4.1

콜롬비아 중고소득국 6.3 / 6

태국 중고소득국 11.8 / 7.3

파라과이 중고소득국 10 / 8

몽골 중저소득국 3.8 / 2.6

베트남 중저소득국 2.3 / 0.7

엘살바도르 중저소득국 9.4 / 11.1

온두라스 중저소득국 7.8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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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2.

주요 질병부담 분류 별 청소년 비만율과 도시화의 횡단면분석 결과

비감염성 질병부담이

큰 집단

외상 질병부담이 

과도한 집단

여러 질병부담을 

동시에 갖는 집단
Coef. P>|t| Coef. P>|t| Coef. P>|t|

도시화율 0.12 0.01 0.11 0.01 0.02 0.36

상수 1.83 0.27 3.06 0.23 1.81 0.05

[별첨 2-1] 주요 질병부담별 남성청소년 비만율과 도시화율 횡단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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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감염성 질병부담이

큰 집단

외상 질병부담이 

과도한 집단

여러 질병부담을 

동시에 갖는 집단
Coef. P>|t| Coef. P>|t| Coef. P>|t|

도시화율 0.06 0.01 0.10 0.03 0.02 0.26

상수 2.60 0.11 2.87 0.03 2.56 0.01

[별첨 2-2] 주요 질병부담별 여성청소년 비만율과 도시화율 횡단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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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3.

시간효과를 고정하지 않았을 때 도시화와 청소년 비만 사이의 관계

비감염성 질병부담이 

큰 집단

외상 질병부담이 

과도한 집단

여러 질병부담을 동시에 

갖는 집단
Coef. p>∣∣t∣ Coef. p>∣∣t∣ Coef. p>∣∣t∣

도시화율† 0.49727** 0.000 0.49673** 0.000 0.21562** 0.000

1인당 하루 칼로리 잉여량 0.00419** 0.000 0.00381** 0.000 -0.00048 0.244

1인당 국가소득 0.00002 0.205 0.00002 0.626 0.00082** 0.000

국가 연간 인구 증가율 0.05063 0.450 -0.12203** 0.005 0.20415** 0.047

국가 면적당 곡식 생산량 0.00018** 0.000 0.00009** 0.003 0.00020** 0.043

_cons -29.42719** 0.000 -25.72626** 0.000 -8.33214** 0.000

결정계수(Overall) 0.3498 0.304 0.0535

결정계수(Within) 0.4872 0.5918 0.4406

결정계수(Between) 0.3587 0.3187 0.052
†: 이전 연도의 도시인구비율     
*: p-value <0.05     **: p-value <0.01

[별첨 3-1] 시간효과를 고정하지 않았을 때 도시화가 남성청소년의 비만율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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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감염성 질병부담이 

큰 집단

외상 질병부담이 

과도한 집단

여러 질병부담을 동시에 

갖는 집단
Coef. p>∣∣t∣ Coef. p>∣∣t∣ Coef. p>∣∣t∣

도시화율† 0.30333 0.000 0.39015 0.000 0.25848 0.000

1인당 하루 칼로리 잉여량 0.00314 0.000 0.00271 0.000 -0.00161 0.000

1인당 국가소득 -2.6e-6 0.863 -0.00001 0.772 0.00130 0.000

국가 연간 인구 증가율 0.02711 0.570 -0.06068 0.100 0.51711 0.000

국가 면적당 곡식 생산량 0.00008 0.003 0.00007 0.007 0.00010 0.322

_cons -16.97463 0.000 -18.73012 0.000 -10.28588 0.000

결정계수(Overall) 0.1839 0.2114 0.1163

결정계수(Within) 0.4181 0.5373 0.5212

결정계수(Between) 0.1839 0.213 0.1235
†: 이전 연도의 도시인구비율     
*: p-value <0.05     **: p-value <0.01

[별첨 3-2] 시간효과를 고정하지 않았을 때 도시화가 여성청소년의 비만율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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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4.

비감염성 질병부담이 큰 국가의 도시와 지방간의 여성 평균 체질량지수 차이(도시 평균 체질량지수 – 지방

평균 체질량지수). 음의 부호는 지방의 체질량지수가 도시보다 높음을 의미하며, 아래 표에서 음영으로

표시되었음.

국가명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그리스 0.35 0.37 0.38 0.39 0.41 0.42 0.44 0.45 0.46 0.48

네덜란드 -0.03 -0.02 0.00 0.01 0.02 0.04 0.05 0.06 0.08 0.09

노르웨이 -0.80 -0.80 -0.79 -0.79 -0.78 -0.78 -0.78 -0.77 -0.77 -0.76

뉴질랜드 -0.06 -0.05 -0.04 -0.04 -0.03 -0.02 -0.02 -0.01 0.00 0.00

니카라과 1.37 1.34 1.32 1.30 1.27 1.25 1.23 1.20 1.18 1.16

대한민국 -0.04 -0.05 -0.07 -0.08 -0.09 -0.10 -0.11 -0.12 -0.13 -0.14

덴마크 -0.21 -0.20 -0.19 -0.19 -0.18 -0.17 -0.16 -0.15 -0.14 -0.13

독일 -0.58 -0.58 -0.57 -0.56 -0.55 -0.54 -0.53 -0.53 -0.52 -0.51

라트비아 -0.92 -0.92 -0.93 -0.94 -0.94 -0.95 -0.96 -0.96 -0.97 -0.98

레바논 0.16 0.13 0.10 0.06 0.03 0.00 -0.03 -0.06 -0.10 -0.13

로마니아 -0.22 -0.22 -0.23 -0.23 -0.24 -0.24 -0.25 -0.25 -0.26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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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0.25 -0.24 -0.23 -0.22 -0.21 -0.20 -0.19 -0.18 -0.17 -0.16

리투아니아 -0.67 -0.67 -0.67 -0.68 -0.68 -0.68 -0.69 -0.69 -0.69 -0.69

말레이시아 0.10 0.07 0.05 0.02 0.00 -0.03 -0.05 -0.08 -0.10 -0.13

모로코 1.71 1.68 1.64 1.61 1.57 1.54 1.50 1.47 1.43 1.40

모리셔스 0.71 0.72 0.73 0.74 0.75 0.76 0.78 0.79 0.80 0.81

몬테네그로 -0.51 -0.51 -0.51 -0.52 -0.52 -0.52 -0.52 -0.52 -0.52 -0.53

몰도바 -0.58 -0.59 -0.59 -0.59 -0.60 -0.60 -0.60 -0.61 -0.61 -0.62

몰디브 0.64 0.62 0.61 0.59 0.58 0.56 0.54 0.53 0.51 0.50

몰타 -0.07 -0.06 -0.04 -0.03 -0.02 -0.01 0.00 0.01 0.03 0.04

미국 -0.46 -0.46 -0.46 -0.46 -0.47 -0.47 -0.47 -0.47 -0.47 -0.48

바베이도스 0.17 0.13 0.10 0.06 0.03 0.00 -0.04 -0.07 -0.11 -0.14

벨기에 -0.03 -0.02 -0.01 0.01 0.02 0.03 0.04 0.06 0.07 0.08

벨라루스 -1.15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5 -1.26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0.65 -0.65 -0.65 -0.66 -0.66 -0.66 -0.66 -0.67 -0.67 -0.67

볼리비아 1.35 1.34 1.33 1.32 1.31 1.30 1.28 1.27 1.26 1.25

북마케도니아 -0.52 -0.52 -0.52 -0.52 -0.52 -0.52 -0.53 -0.53 -0.53 -0.53

불가리아 -0.52 -0.52 -0.52 -0.52 -0.52 -0.53 -0.53 -0.53 -0.53 -0.53

브루나이 0.69 0.68 0.66 0.64 0.62 0.61 0.59 0.57 0.55 0.54

사우디 아라비아 1.04 1.00 0.97 0.93 0.90 0.86 0.83 0.79 0.75 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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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프러스 -0.02 0.00 0.01 0.02 0.03 0.04 0.05 0.06 0.07 0.09

세르비아 -0.53 -0.53 -0.54 -0.54 -0.54 -0.55 -0.55 -0.56 -0.56 -0.56

스리랑카 0.94 0.92 0.91 0.89 0.88 0.86 0.85 0.83 0.82 0.80

스웨덴 -0.77 -0.76 -0.74 -0.73 -0.72 -0.71 -0.70 -0.68 -0.67 -0.66

스위스 -0.45 -0.44 -0.43 -0.42 -0.41 -0.40 -0.40 -0.39 -0.38 -0.37

스페인 -0.40 -0.39 -0.38 -0.38 -0.37 -0.37 -0.36 -0.36 -0.35 -0.34

슬로바키아 -0.52 -0.52 -0.52 -0.52 -0.52 -0.53 -0.53 -0.53 -0.53 -0.53

슬로베니아 -0.13 -0.13 -0.13 -0.13 -0.12 -0.12 -0.12 -0.11 -0.11 -0.11

아르메니아 -0.40 -0.44 -0.47 -0.50 -0.53 -0.56 -0.60 -0.63 -0.66 -0.69

아르헨티나 0.59 0.56 0.53 0.51 0.48 0.45 0.43 0.40 0.38 0.35

아일란드 -0.38 -0.38 -0.37 -0.37 -0.36 -0.36 -0.36 -0.35 -0.35 -0.35

아제르바이잔 1.12 1.09 1.06 1.03 1.00 0.97 0.94 0.91 0.88 0.85

알바니아 -0.25 -0.25 -0.25 -0.25 -0.25 -0.26 -0.26 -0.26 -0.26 -0.26

알제리 0.78 0.75 0.71 0.68 0.65 0.61 0.58 0.55 0.52 0.48

앤티가바부다 0.73 0.70 0.67 0.64 0.61 0.59 0.56 0.53 0.50 0.47

에스토니아 -0.67 -0.67 -0.67 -0.67 -0.68 -0.68 -0.68 -0.68 -0.68 -0.68

영국 0.18 0.19 0.20 0.21 0.22 0.23 0.24 0.25 0.26 0.27

오스트리아 -0.82 -0.82 -0.81 -0.81 -0.80 -0.80 -0.79 -0.79 -0.79 -0.78

우르과이 0.59 0.56 0.54 0.51 0.48 0.45 0.43 0.40 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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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0.03 0.00 -0.04 -0.07 -0.10 -0.13 -0.16 -0.20 -0.23 　.

우크라이나 -0.66 -0.67 -0.67 -0.68 -0.68 -0.69 -0.69 -0.70 -0.70 -0.71

이스라엘 1.12 1.13 1.13 1.14 1.15 1.16 1.17 1.17 1.18 1.19

이집트 1.50 1.44 1.39 1.34 1.28 1.23 1.17 1.12 1.06 1.01

이탈리아 -0.05 -0.02 0.02 0.05 0.08 0.11 0.14 0.18 0.21 0.24

일본 -0.25 -0.25 -0.25 -0.25 -0.25 -0.26 -0.26 -0.26 -0.26 -0.26

중국 0.52 0.49 0.47 0.45 0.43 0.41 0.38 0.36 0.34 0.32

체코 -1.03 -1.02 -1.01 -1.01 -1.00 -0.99 -0.98 -0.97 -0.96 -0.95

칠레 -0.29 -0.33 -0.37 -0.41 -0.44 -0.48 -0.52 -0.56 -0.60 -0.63

캐나다 -0.42 -0.42 -0.42 -0.41 -0.41 -0.40 -0.40 -0.39 -0.39 -0.38

코스타리카 0.75 0.72 0.69 0.66 0.64 0.61 0.58 0.55 0.52 0.50

쿠바 0.46 0.43 0.40 0.37 0.34 0.31 0.28 0.24 0.21 0.18

쿠웨이트 1.17 1.13 1.10 1.07 1.04 1.00 0.97 0.94 0.90 0.87

크로아티아 -0.70 -0.70 -0.71 -0.71 -0.71 -0.72 -0.72 -0.73 -0.73 -0.73

키르기스스탄 -0.17 -0.21 -0.25 -0.28 -0.32 -0.36 -0.39 -0.43 -0.46 -0.50

타지키스탄 0.72 0.70 0.67 0.64 0.62 0.59 0.56 0.53 0.51 0.48

터키 0.27 0.24 0.21 0.18 0.14 0.11 0.08 0.05 0.02 -0.02

투르크메니스탄 0.32 0.29 0.26 0.23 0.20 0.17 0.14 0.11 0.08 0.05

튀니지 1.62 1.59 1.55 1.52 1.49 1.46 1.42 1.39 1.36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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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1.84 1.85 1.85 1.86 1.86 1.87 1.87 1.88 1.88 1.89

포르투갈 -0.26 -0.25 -0.24 -0.23 -0.23 -0.22 -0.21 -0.20 -0.19 -0.18

폴란드 -0.66 -0.66 -0.67 -0.67 -0.68 -0.68 -0.68 -0.69 -0.69 -0.70

프랑스 -0.37 -0.36 -0.35 -0.34 -0.33 -0.32 -0.31 -0.30 -0.29 -0.28

핀란드 -0.65 -0.64 -0.63 -0.62 -0.61 -0.60 -0.60 -0.59 -0.58 -0.57

헝가리 -0.42 -0.42 -0.42 -0.43 -0.43 -0.43 -0.44 -0.44 -0.44 -0.45

호주 -0.54 -0.55 -0.57 -0.58 -0.59 -0.60 -0.61 -0.62 -0.63 -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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