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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구 배경

비만은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에게서도 심혈관질환, 정신질환, 각종 만성

병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며 소득 수준과 생활 습관 등의 환경적 요인들

이 비만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

여 여러 환경적인 요인들이 비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봄으로써 비

만의 위험에 취약한 청소년의 집단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에 해당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료에

서 만 12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중 신체계측 자료가 있는 청소

년을 대상자로 하여 단면 연구를 시행하였다. ‘소아-청소년 표준성장도

표’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체질량지수(BMI) 95백분위수 이상을 기준

으로 비만인 군과, 비만이 아닌 군으로 나누어 비만 발생률을 조사하였

다. 변수별로 대상자를 나누어 비만 발생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독립성 검정을 시행하였으며, 비만 발생에 유의하게 영향을 준 변수인 연

령과 소득 정도를 보정하여 성향 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으로 각 변수들이 비만 발생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추가적으

로 거주 지역별로 환경적 요인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전체 대상자인 총 1,273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만의 발생 정도를 분

석하였을 때, 연령과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비만의 발생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므로(p<0.05) 연령과 가구 소득을 보정하여 성향 점수 매칭

(PSM)을 시행하였다. 전체 청소년을 아침 식사 빈도에 따라 매칭한 결과,

아침 식사 빈도가 낮은 청소년 중 13.7%에서, 그렇지 않은 청소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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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에서 비만이 발생하였으며, 아침 식사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군

에서 비만이 발생할 확률이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신체 활동에 따라 매

칭한 결과 신체 활동이 적은 청소년 중 10.7%에서, 신체 활동이 많은 청

소년 중 5.8%에서 비만이 발생하였으며, 신체 활동이 적은 군에서 비만

발생률이 높았다(p=0.007). 아침 식사 빈도는 거주 지역에 따른 유의한 차

이가 없었으나(p=0.358), 신체 활동 정도와 외식 빈도는 거주 지역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5), 서울과 광역시에 신체 활동이 적은 청소

년의 비율이 높았고, 외식 빈도는 그 외 지역에서 높았다.

요약 및 결론

아침 식사 빈도가 낮고 신체 활동이 적은 청소년들이 비만에 취약하며,

신체 활동 정도와 외식 빈도는 거주 지역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다.

주요어

청소년 비만, 외식 빈도, 식사 빈도, 신체 활동, 국민건강영양조사

학 번 : 2013-2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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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비만은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에게서도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의 심혈

관질환의 위험도를 높일 뿐 아니라(성은주 외, 2003) 정신질환, 각종 만

성병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질환이다. 그러나 식생활이 서구화

되고 청소년들의 신체활동 시간이 줄어들면서 청소년들의 비만율이 시간

이 지날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8), 실

제로 아동과 청소년의 비만율은 2007년에 11.6%였으나 2017년에는

17.3%로 10년 동안 5.7%가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학생건강검사 상대

체중 기준). 특히 체질량지수(BMI) 기준 비만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초

등학생에 비해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높은 비만율을 보였으며, 상대체

중 기준 비만 현황에서도 경도비만, 중등도비만, 고도비만 모두 고등학생

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중학생, 초등학생의 순으로 높았다.

또한 국민건강영양조사(2012-2016)에서 연령구간별 정상, 과체중, 비만

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6-11세 군에 비해 12-18세 군에서 비만이 발생

할 확률이 높았다. 이를 볼 때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연령인 만 12세-18

세의 청소년이 다른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만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만의 요인으로는 크게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

데, 비만을 유발하는 환경적 요인이 그것에 취약한 유전적 요인을 만났

을 때 비만이 발생한다는 것이 기존의 연구 결과이다(이소영 외, 2003).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의 상호작용 분석에 따르면, 비만을 유발시

키는 환경적 요인이 유전적인 요인의 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비만

의 고위험군에서 신체 활동을 늘리고 식습관을 개선함으로써 비만의 유

전적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결과가 있다(Mark O Goodarzi, 2018)

2011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로 청소년들의 비만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한 결과 연령, 성별, 건강상태, 주관적인 신체

상, 과일, 라면, 채소, 과자, 스트레스, 수면충족, 우울경험이 비만의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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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연령이 높고 성별이 남학생이며 스스로가 건강하

다고 여기나 자신을 비만하다고 평가할 경우, 또 과자, 라면, 과일의 섭

취가 높으며 채소 섭취가 낮고, 수면 만족이 낮고 우울을 경험한 경우가

비만할 확률이 높았다(지영주 외, 2013).

일상생활의 습관이 비만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또한 서울 시내 초등

학교 학생 1,981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에서도 알 수 있었는데, 소아

의 비만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살펴보니 TV 시청시간, 비만, 당뇨병

의 가족력 등이 있었다(이진복 외, 2000). 비만의 생활습관 요인 중에서

도 식습관을 빼놓을 수 없는데 저체중군일수록 아침식사시간이 유의적으

로 규칙적이었으며(p<0.05), 과체중군에서 한끼 식사 소요시간이 짧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 체질량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컴퓨터 사용

시간(p=0.038), 콜라 섭취량(p=0.006) 등이 있었다(한영실 외, 2005).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적인 요인을 크게 네 가지(부모의

소득 수준, 식사 빈도, 외식 빈도, 신체 활동)로 나누어 각각의 요인들과

비만의 발생의 연관성을 성향 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그 변수들이 청소년들이 거주하는 지역별로 어떤 양

상을 보이는지도 알아봄으로써 현재 비만의 위험에 취약한 청소년의 집

단을 파악하는 것이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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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에 해당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의 참가자 24,269명 중 만 12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중 신체 계

측 값과 가구당 소득 정보, 식생활조사 결과값이 없는 사람을 제외한

1,273명을 총 대상자로 하였다.

이번 연구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제 7기 국민건강영양조사는 표본을

추출할 때 시·도, 동·읍면, 주택유형(일반주택, 아파트)를 기준으로 층화

되었고, 주거면적 비율이나 가구주 학력 비율 등도 층화 기준으로 사용

되었다. 대상자는 계통 추출법을 이용하여 23개 표본가구를 선정한 뒤

그 안에서 적정가구원 요건을 만족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비만의 진단 기준

비만을 진단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며 체질량지수(BMI)를 기

준으로 진단하는 방법과 상대체중을 기준으로 진단하는 방법이 있다. 여

기서 체질량지수(BMI)란 몸무게(kg)를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의미하며 체질량지수(BMI)를 기준으로 하는 비만의 진단은 대한소아과

학회의 ‘소아-청소년 표준성장도표’를 기준으로 한다. 성별, 연령별 체질

량지수 5-85미만 백분위수를 정상, 85이상-95미만 백분위수를 과체중,

95백분위수 이상을 비만으로 정의한다.

상대체중으로 비만을 측정하는 방법은 한국 소아-청소년 표준성장도표

의 표준체중을 기준으로 몸무게가 키에 대한 표준체중보다 20퍼센트 미

만인 경우를 정상,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무거운 경우를 경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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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무거운 경우를 중등도 비만, 50퍼센트

이상 무거운 경우를 고도비만으로 정의한다. 상대체중을 기준으로 한 비

만도(%)의 측정은 측정체중에서 표준체중을 뺀 값을 표준체중으로 나누

어 100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번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청소년 비만의 환경적

요인을 조사하였으므로 체질량지수(BMI) 기준의 진단을 사용하였으며,

‘비만’군(체질량지수 95백분위 이상)과, ‘비만이 아닌’군으로 나누어 비만

의 발생률을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분류

부모의 소득 정도, 외식 빈도, 아침 식사 빈도, 신체 활동 각 네 가지

변수별로 대상자를 나누었는데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분류된 기준을 사

용하였다.

먼저 부모의 소득 정도는 ‘1.하, 2.중, 3.상’의 세 군으로 나누었고, 거주

지역은 ‘서울’, ‘경기’, ‘광역시’, ‘그 외’로 나누었다. 최근 1년 동안 1주 동

안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 빈도는 각각 ‘1. 주 5-7회, 2. 주 1-4회, 3. 거

의 안한다’로 나누었다. 그룹 내 대상자 수가 적은 경우 몇 개의 그룹으

로 묶어서 분류하였다. 외식 빈도는 ’1. 하루 2회 이상, 2. 하루 1회, 3.

주 5-6회, 4. 주 5회 미만‘으로 나누었다.

신체 활동 정도는 ’평소 하루에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입니까?‘에

대한 답변으로 ‘1. 1-7시간, 2. 8-11시간, 3. 12시간 이상’으로 나누었다.

또한 추가적으로 청소년의 정신적 측면으로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

스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 에 대한 답변으로 ‘1. 대단히 많이 느

끼는 편이다. 2. 많이 느끼는 편이다. 3. 조금 느끼는 편이다. 4. 거의 느

끼지 않는다’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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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분석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가 우리나라의 전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가중치를 부여하는데, 그것에는 추출률, 응답률, 모집

단 분포 등이 반영되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제7기 국민건강영양

조사에 참여한 총 대상자 수는 총 24,269명으로 2016년에 8,150명, 2017

년에 8,127명, 2019년에 7,992명이 참여하였다. 부여된 기본 가중치에 표

본수에 비례하여 통합 가중치를 산출하여 반영하였다.

단면연구의 특성상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향 점수 매칭

(PSM, 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는 무작위배정

없이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

지만, 공변량의 영향력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석의 결과로 인과관계

를 추론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성향 점수 매칭 방법으로 공변량의 영향력을 반영

하는 성향점수를 계산하여 청소년들을 짝지음으로써 대조군을 재구성하

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총 대상자에서 조사 변수에 따라 비만의 발생률

을 분석하여 비만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공변량으로 설정하였고,

변수에 따라 매칭 비율을 다르게 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학적 유의수준

은 P<0.05로 하였으며, 모든 통계 분석은 R 4.0.2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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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연구 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의 대상 청소년은 모두 1,273명으로 2016년에 467(36.7%)명,

2017년에 417(32.8%)명, 2018년에 389(30.6%)명이 조사되었다. 연구 대상

청소년의 연령은 ‘12-13세’가 425명(33.4%), ‘14-15세’가 363명으로

28.5%, ‘16-17세’가 334명으로 26.2%, 18세가 151명으로 11.9%를 차지하

였다. 또한 남학생이 664명으로 52.2%, 여학생이 609명으로 47.8%였다.

체질량지수 백분위수는 저체중인 ‘5백분위수 미만’이 108명으로 8.5%,

정상에 해당하는 ‘5-85백분위수’가 889명(69.8%)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

체중에 해당하는 ‘85-95백분위수’는 116명으로 9.1%, 비만에 해당하는

‘95백분위수 이상’인 청소년이 160명으로 12.6%를 차지하였다.

가구소득은 ‘하’인 청소년이 129명으로 10.1%, ‘중’인 청소년이 721명으

로 56.6%, ‘상’인 청소년이 423명으로 33.2%였다. 또한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246명(19.3%),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323명(25.4%),

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322명(25.3%),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

년이 382명으로 30.0%였다. 전체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

에 나타내었다.

[표 1] 전체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특성 n %

전체 1273 100.0

연령

12-13 425 33.4

14-15 363 28.5

16-17 334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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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51 11.9

성별

남 664 52.2

여 609 47.8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5 % 미만 108 8.5

5% 이상 85% 미만 889 69.8

85% 이상 95% 미만 116 9.1

95% 이상 160 12.6

가구소득

하 129 10.1

중 721 56.6

상 423 33.2

거주 지역

서울 246 19.3

경기 323 25.4

광역시 322 25.3

그 외 382 30.0

조사연도

2016 467 36.7

2017 417 32.8

2018 389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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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요인별 성향 점수 매칭(PSM)

전체 대상자에서 각 변수별로 비만이 발생한 정도를 조사한 결과 연령

(p=0.010)과 부모의 소득 수준(p=0.007)에 따라 비만의 발생 정도에 유의

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연령과 가구 소득을 보정하여 성향 점수 매칭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을 시행하였다.

1) 아침 식사 빈도에 따라

아침 식사 빈도에 따른 비만의 발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체 청소

년을 ‘주 1회 이상’ 아침 식사를 하는 청소년과 ‘주 1회 미만’ 아침 식사를

하는 청소년으로 나누었다. 전체 대상자 1,273명 중 ‘주 1회 미만’ 아침 식

사를 하는 청소년은 175명(13.74%)이었으며, 연령과 가구소득을 보정하여

1:3으로 매칭하였다. 매칭 전 전체 대상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아

침 식사를 하는 청소년(n=1,098) 중 12.4%에서 비만이 발생하였고, 일주일

에 한 번 미만 아침 식사를 하는 청소년(n=175)에게서는 더 높은 비율인

13.7%에서 비만이 발생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p=0.712). 하지만

아침 식사 빈도에 따라 매칭한 후에는 아침 식사 빈도가 주 1회 이상인

청소년 중 1.5%에서 비만이 발생하였으므로 아침 식사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군에서 비만이 발생할 확률이 유의하게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는 아침 식사를 주 1회 이상

하는 비율이 주 1회 미만인 비율보다 높았고, 광역시에서는 아침 식사 빈

도가 주 1회 미만인 비율이 더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

다.(p=0.358) 아침 식사 빈도에 따른 성향 점수 매칭 결과를 [표 2]에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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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아침 식사 빈도에 따른 성향 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before PSM(n=1,273) after PSM(n=700)
주 1회 이상

(n=1,098)

주 1회 미만

(n=175)
p

주 1회 이상

(n=525)

주 1회 미만

(n=175)
p

전체 1,113(86.26%) 160(13.74%) 525(75%) 175(25%)
비만 0.712 0

예 136 (12.4%) 24 (13.7%) 8 (1.5%) 24 (13.7%)
아니오 962 (87.6%) 151 (86.3%) 517 (98.5%) 151 (86.3%)

성별 0.772 0.793
남 575 (52.4%) 89 (50.9%) 259 (49.3%) 89 (50.9%)

여 523 (47.6%) 86 (49.1%) 266 (50.7%) 86 (49.1%)

연령 0.001 1

12-13 386 (35.2%) 39 (22.3%) 117 (22.3%) 39 (22.3%)

14-15 315 (28.7%) 48 (27.4%) 144 (27.4%) 48 (27.4%)

16-17 273 (24.9%) 61 (34.9%) 182 (34.7%) 61 (34.9%)

18 124 (11.3%) 27 (15.4%) 82 (15.6%) 27 (15.4%)

스트레스 인지 정도 0.145 0.309

대단히 많이 느낌 27 (2.5%) 9 ( 5.1%) 14 ( 2.7%) 9 ( 5.1%)

많이 느낌 268 (24.4%) 48 (27.4%) 136 (25.9%) 48 (27.4%)

조금 느낌 625 (56.9%) 89 (50.9%) 297 (56.6%) 89 (50.9%)

거의 느끼지 않음 178 (16.2%) 29 (16.6%) 78 (14.9%) 29 (16.6%)

거주 지역 0.312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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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20 (20.0%) 26 (14.9%) 98 (18.7%) 26 (14.9%)

경기 276 (25.1%) 45 (25.7%) 146 (27.8%) 45 (25.7%)

광역시 272 (24.8%) 52 (29.7%) 124 (23.6%) 52 (29.7%)

그 외 330 (30.1%) 52 (29.7%) 157 (29.9%) 52 (29.7%)

앉아있는 시간(신체활동) 0.918 0.727

1-7시간 85 (7.7%) 12 (6.9%) 46 (8.8%) 12 (6.9%)

8-11시간 543 (49.5%) 87 (49.7%) 258 (49.1%) 87 (49.7%)

12시간 이상 470 (42.8%) 76 (43.4%) 221 (42.1%) 76 (43.4%)

부모의 소득 정도 0.002 1

하 104 ( 9.5%) 25 (14.3%) 75 (14.3%) 25 (14.3%)

중 610 (55.6%) 111 (63.4%) 333 (63.4%) 111 (63.4%)

상 384 (35.0%) 39 (22.3%) 117 (22.3%) 39 (22.3%)

외식 빈도 0.002 0.002

하루 2회 이상 156 (14.2%) 23 (13.1%) 101 (19.2%) 23 (13.1%)

하루 1회 355 (32.3%) 70 (40.0%) 152 (29.0%) 70 (40.0%)

주 5-6회 538 (49.0%) 65 (37.1%) 245 (46.7%) 65 (37.1%)

주 5회 미만 49 (4.5%) 17 (9.7%) 27 (5.1%) 17 (9.7%)

저녁식사 빈도 0.049 0.371

주 5-7회 1,016 (92.5%) 153 (87.4%) 476 (90.7%) 153 (87.4%)

주 3-4회 69 (6.3%) 17 (9.7%) 41 (7.8%) 17 (9.7%)

주 3회 미만 13 (1.2%) 5 (2.9%) 8 (1.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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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식 빈도에 따라

청소년의 외식 빈도에 따라 하루 2회 이상 외식을 하는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으로 나누었을 때 하루 2회 이상 외식을 하는 청소년은 총

179명(14.06%)이었다. 연령과 가구소득을 보정하여 외식 빈도에 따라 1:2

로 매칭한 결과, 매칭 전 전체 대상자에서는 외식을 하루에 1회 이하로 하

는 청소년(n=1,094) 중 12.4%에서 비만이 발생하였고, 하루에 2회 이상 외

식을 하는 청소년(n=179)에게서는 더 높은 비율인 13.4%에서 비만이 발생

하였으나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또한 외식 빈도에 따라 매칭한 후

에는 하루 1회 이하로 외식을 하는 청소년 중 7.8%에서 비만이 발생하였

으므로 하루 2회 이상 외식을 하는 청소년에 비해 낮은 비만 발생률을 보

였지만 역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p=0.056).

매칭 전과 후에 외식 빈도가 ‘하루 1회 이하’인 청소년과 ‘하루 2회 이상’

인 청소년의 거주 지역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0.05), 매칭 후에는 하루 1회 이하로 외식을 하는 청소년은 광역시에

가장 많았고, 하루 2회 이상 외식을 하는 청소년은 그 외 지역이 가장 많

았다.

또한 매칭 전에는 외식 빈도에 따라 신체 활동 정도(하루에 앉아있는 시

간)에 차이가 있었지만(p=0.003), 매칭 후에는 유의한 차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p=0.704). 외식 빈도에 따른 성향 점수 매칭 결과를 [표 3]에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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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외식 빈도에 따른 성향 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before PSM(n=1,273) after PSM(n=537)

하루 1회 이하
(n=1,094)

하루 2회 이상
(n=179) p 하루 1회 이하

(n=358)
하루 2회 이상
(n=179) p

전체 1,094(85.94%) 179(14.06%) 358(66.67%) 179(33.33%)

비만 0.807 0.056
예 136 (12.4%) 24 (13.4%) 28 (7.8%) 24 (13.4%)
아니오 958 (87.6%) 155 (86.6%) 330 (92.2%) 330 (92.2%)

성별 0.763 1

남 573 (52.4%) 91 (50.8%) 181 (50.6%) 91 (50.8%)

여 521 (47.6%) 88 (49.2%) 177 (49.4%) 88 (49.2%)

연령 0 1

12-13 414 (37.8%) 11 (6.1%) 22 (6.1%) 11 (6.1%)

14-15 342 (31.3%) 21 (11.7%) 42 (11.7%) 21 (11.7%)

16-17 225 (20.6%) 109 (60.9%) 218 (60.9%) 109 (60.9%)

18 113 (10.3%) 38 (21.2%) 76 (21.2%) 38 (21.2%)

스트레스 인지 정도 0.246 0.058

대단히 많이 느낌 30 (2.7%) 6 (3.4%) 13 (3.6%) 6 (3.4%)

많이 느낌 275 (25.1%) 41 (22.9%) 103 (28.8%) 41 (22.9%)

조금 느낌 620 (56.7%) 94 (52.5%) 197 (55.0%) 94 (52.5%)

거의 느끼지 않음 169 (15.4%) 38 (21.2%) 45 (12.6%) 38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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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지역 0.015 0

서울 216 (19.7%) 30 (16.8%) 63 (17.6%) 30 (16.8%)

경기 275 (25.1%) 46 (25.7%) 107 (29.9%) 46 (25.7%)

광역시 291 (26.6%) 33 (18.4%) 110 (30.7%) 33 (18.4%)

그 외 312 (28.5%) 70 (39.1%) 78 (21.8%) 70 (39.1%)

앉아있는 시간(신체활동) 0.003 0.704

1-7시간 86 (7.9%) 11 (6.1%) 26 (7.3%) 11 (6.1%)

8-11시간 560 (51.2%) 70 (39.1%) 149 (41.6%) 70 (39.1%)

12시간 이상 448 (41.0%) 98 (54.7%) 183 (51.1%) 98 (54.7%)

부모의 소득 정도 0.819 0.747

하 109 (10.0%) 20 (11.2%) 48 (13.4%) 20 (11.2%)

중 623 (56.9%) 98 (54.7%) 188 (52.5%) 98 (54.7%)

상 362 (33.1%) 61 (34.1%) 122 (34.1%) 61 (34.1%)

아침식사 빈도 0.735 0.157

주 5-7회 642 (58.7%) 102 (57.0%) 177 (49.4%) 102 (57.0%)

주 1-4회 300 (27.4%) 54 (30.2%) 115 (32.1%) 54 (30.2%)

거의 안함 152 (13.9%) 23 (12.8%) 66 (18.4%) 23 (12.8%)

저녁식사 빈도 0.56 0.072

주 5-7회 1,004 (91.8%) 165 (92.2%) 308 (86.0%) 165 (92.2%)

주 1-4회 73 (6.7%) 13 (7.3%) 40 (11.2%) 13 (7.3%)

거의 안함 17 (1.6%) 1 (0.6%) 10 (2.8%) 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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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체 활동 정도에 따라 

청소년이 하루 중 앉아서 보내는 시간을 지표로 신체 활동 정도를 조사

하였으며, 하루에 12시간 이상 앉아있는 군을 신체 활동이 적은 군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를 신체 활동이 많은 군으로 설정하였다.

전체 대상자 중 신체 활동이 적은(하루에 앉아있는 시간이 12시간 이상

인) 청소년은 총 546명(42.89%)이었다. 연령과 가구소득을 보정하여 신

체 활동 정도에 따라 1:1로 매칭한 결과 매칭 전 전체 대상자에서는 신

체 활동이 많은 청소년의 비만 발생률(12.5%)과 신체 활동이 적은 청소

년의 비만의 발생률(12.6%)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하지만 신체 활동 정도에 따라 매칭한 후에는 신체 활동이 적은 청소년

중 10.7%에서 비만이 발생하였고, 신체 활동이 많은 청소년에서는 그보

다 적은 5.8%에서 비만이 발생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

였다(p=0.007).

매칭 전과 후에 신체 활동이 많은 청소년과 신체 활동이 적은 청소년의

거주 지역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매칭 후 p=0.039),

서울과 광역시에서는 신체 활동이 적은 청소년의 비율이 신체 활동이 많

은 청소년의 비율보다 높았고, 경기 지역과 그 외 지역에서는 신체 활동이

많은 청소년의 비율이 신체 활동이 적은 청소년의 비율보다 높았다.

신체 활동이 적은 청소년들에게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느끼거나 많

이 느낀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신체 활동이 많은 청소년은 스트레스

를 조금 느끼거나 거의 느끼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그 차이는 매칭 전에

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p=0.003), 매칭 후에는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

었다(p=0.056). 신체 활동 정도에 따른 성향 점수 매칭 결과를 [표 4]에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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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신체 활동 정도(하루 중 앉아있는 시간)에 따른 성향 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before PSM(n=1,273) after PSM(n=968)
11시간 이하

(n=727)

12시간 이상

(n=546)
p

11시간 이하

(n=484)

12시간 이상

(n=484)
p

전체 727(57.11%) 546(42.89%) 484(50%) 484(50%)
비만 1 0.007

아니오 636 (87.5%) 477 (87.4%) 456 (94.2%) 432 (89.3%)
예 91 (12.5%) 69 (12.6%) 28 (5.8%) 52 (10.7%)

성별 0.083 0.198

남 395 (54.3%) 269 (49.3%) 258 (53.3%) 237 (49.0%)

여 332 (45.7%) 277 (50.7%) 226 (46.7%) 247 (51.0%)

연령 0 0.998

12-13 298 (41.0%) 127 (23.3%) 127 (26.2%) 127 (26.2%)

14-15 205 (28.2%) 158 (28.9%) 156 (32.2%) 158 (32.6%)

16-17 136 (18.7%) 198 (36.3%) 136 (28.1%) 136 (28.1%)

18 88 (12.1%) 63 (11.5%) 65 (13.4%) 63 (13.0%)

스트레스 인지 정도 0.003 0.056

대단히 많이 느낌 20 (2.8%) 16 (2.9%) 12 (2.5%) 13 (2.7%)

많이 느낌 158 (21.7%) 158 (28.9%) 111 (22.9%) 141 (29.1%)

조금 느낌 412 (56.7%) 302 (55.3%) 274 (56.6%) 267 (55.2%)

거의 느끼지 않음 137 (18.8%) 70 (12.8%) 87 (18.0%) 63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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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지역 0.014 0.039

서울 130 (17.9%) 116 (21.2%) 96 (19.8%) 101 (20.9%)

경기 195 (26.8%) 126 (23.1%) 136 (28.1%) 111 (22.9%)

광역시 167 (23.0%) 157 (28.8%) 108 (22.3%) 143 (29.5%)

그 외 235 (32.3%) 147 (26.9%) 144 (29.8%) 129 (26.7%)

부모의 소득 정도 0.018 0.075

하 77 (10.6%) 52 (9.5%) 55 (11.4%) 35 (7.2%)

중 432 (59.4%) 289 (52.9%) 261 (53.9%) 281 (58.1%)

상 218 (30.0%) 205 (37.5%) 168 (34.7%) 168 (34.7%)

아침 식사 빈도 0.892 0.934

주 5-7회 429 (59.0%) 315 (57.7%) 282 (58.3%) 279 (57.6%)

주 1-4회 199 (27.4%) 155 (28.4%) 137 (28.3%) 142 (29.3%)

거의 안함 99 (13.6%) 76 (13.9%) 65 (13.4%) 63 (13.0%)

외식 빈도 0.003 0.629

하루 2회 이상 81 (11.1%) 98 (17.9%) 70 (14.5%) 80 (16.5%)

하루 1회 240 (33.0%) 185 (33.9%) 158 (32.6%) 167 (34.5%)

주 5-6회 366 (50.3%) 237 (43.4%) 228 (47.1%) 213 (44.0%)

주 5회 미만 40 (5.5%) 26 (4.8%) 28 (5.8%) 24 (5.0%)

저녁 식사 빈도 0.549 0.967

주 5-7회 670 (92.2%) 499 (91.4%) 443 (91.5%) 442 (91.3%)

주 1-4회 49 (6.7%) 37 (6.8%) 34 (7.0%) 34 (7.0%)

거의 안함 8 (1.1%) 10 (1.8%) 7 (1.4%)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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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요인이 비만 발생에 미치는 영향

환경적 변수에 따른 비만 발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한 결과, 연령에서는 ‘12-13세’에 비해 ‘14-15’세에서 비만이

발생할 오즈비는 2.06(1.30-3.27)이었으며, ‘16-17세’에서는 1.95(1.17-3.24)

였다. 또한 가구소득이 ‘하’인 그룹에 비하여 ‘상’인 그룹에서 비만이 발생

할 오즈비는 0.52(0.29-0.93)였으므로 부모의 소득이 낮은 아이들이 비만에

취약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5] 전체 대상자에서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OR 95% CI p

연령

12-13

14-15 2.06 1.30 3.27 < 0.05

16-17 1.95 1.17 3.24 < 0.05

18 1.82 0.98 3.38

성별

남

여 0.94 0.67 1.32

소득

하

중 0.79 0.48 1.32

상 0.52 0.29 0.93 < 0.05

거주 지역

서울
광역시 1.54 0.87 2.75
경기도 1.68 0.95 2.97
그 외 1.64 0.94 2.87

아침 식사 빈도

주 5-7회

주 1-4회 1.12 0.76 1.66

거의 안한다 1.04 0.63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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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빈도

하루 2회 이상

하루 1회 0.93 0.53 1.64

주 5-6회 1.22 0.71 2.09

주 5회 미만 0.63 0.24 1.65

평소 스트레스 인지 정도
대단히 많이 느끼는 편
많이 느끼는 편 0.76 0.31 1.87
조금 느끼는 편 0.54 0.23 1.30

거의 느끼지 않는다 0.57 0.22 1.48

하루에 앉아서 보내는 시간

1-7시간

8-11시간 1.12 0.58 2.19

12시간 이상 1.03 0.52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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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적인 요인이 비만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성향

점수 매칭을 이용하여 살펴본 결과, 아침 식사 빈도가 낮은 군과 신체

활동이 적은 군에서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비만의 발생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체 청소년에서 연령과 부모의 소득에 따라 비만

발생률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가구 소득이 ‘하’인 청소년에 비해

‘상’인 청소년에서 비만이 발생할 오즈비는 0.52(0.29-0.93)이었다.

또한 신체 활동이 많은 청소년과 적은 청소년의 거주 지역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서울과 광역시에서는 신체 활동이 적은 청소년의 비율

이 높았고 경기 지역과 그 외 지역에서는 신체 활동이 많은 청소년의 비

율이 높았다. 또한 신체 활동이 적은 청소년들에게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느끼거나 많이 느낀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신체 활동이 많은 청

소년은 스트레스를 조금 느끼거나 거의 느끼지 않는다고 답하였으나 그

차이는 매칭 후에는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었다(p=0.056)

본 연구 결과에서 부모의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비만이 적게 발생

하는 결과를 보인 것과 같이 2017년 시행된 독일의 연구에서 소아의 비

만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인 요인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

층의 아이들에게서 비만의 유병률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p=0.029). 이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 건강에 좋지 않은 생활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체질량지수(BMI)가 높았고, 부족한 운동능력을 보였다(Martin

Hilpert et al., 2017).

가구 소득과 유사한 의미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체질량지수의

평균이 높음을 알 수 있었는데(Suzy Newton et al., 2017) 선진국에서는

저소득층 집단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비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A Chung et al..2016)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에서 비만이 많

이 발생하였다(OR 1.10(1.03-1.17)). 그러나 반대로 아프리카에서는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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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구의 아동의 비만의 위험이 가장 낮은 가

구의 아동보다 5.28(2.62-10.66)배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B H

Fruhstorfer et al., 2016) 이러한 사회 경제적 위치와 아동의 비만 발생

과의 관계는 국가와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식의 빈도에 따라 비만의 발생률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하였는데,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정의한 외식의 범주에 급식이

포함되었으므로 대상자가 청소년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비만의 환경적

요인으로서의 외식의 개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도시에 살수록 외식의 빈도가 높았으며, 어릴수록, 미혼일수

록, 직업이 있을수록, 고소득일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외식의 빈도

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외식의 빈도가 주 5회 이상인 집단에서

주 5회 미만인 집단에 비해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의 섭취

가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Se-Young Ju, 2020).

청소년들의 식습관 중 아침 식사를 자주 거르는 청소년들이 비만 발생

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존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거르는 주요한 요인은 ‘시간의 부족’이었다(Felicity J Pendergast et

al.,2016).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이 비만과 과체중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

주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단면 연구에서 아침을 자주 거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과체중과 비만의 위험이 높아지며(OR

1.48(1.40-1.57), p=0.002), 그것은 연령, 성별, 지역 및 경제 상황에 따라

결과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Xiumei et al., 2020). 또한, 식사를 거르는

습관은 발달기인 청소년기와 젊은 성인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식습관은 추후 비만과 제2형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에너지 균형의 조절, 포도당 대사와

염증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기존 연구에서 식사를 걸렀을 때의 식후 혈

당 및 인슐린 분비를 분석한 결과, 식사를 거르는 군에서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식후 인슐린 농도가 높았으며(p<0.01) 지방의 산화가 증가

(p<0.001)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식사를 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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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혈당의 항상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고 식사를 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대사의 유연성이 감소하게 됨을 알 수 있다.(Alessa Nas et

al., 2017).

분석 결과에서 청소년의 신체 활동 정도에 따라 비만 발생 정도가 달

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청소년기는 신체 활동을 포함한 생활 방식

이 확립되는 시기이므로 앉아 있는 시간의 증가 등의 신체 활동의 부족

은 성인이 되었을때의 만성 질환 이환율과 사망률을 높이며, 장기적으로

생산성이 감소되는 등 사회에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Bhavesh

Kumar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와 비만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유의하지 않았지

만, 신체 활동이 적은 청소년들에게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비만에 관한 기존 연구 결과에서는

스트레스가 식습관과 유의한 관련이 있다고 나오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청소년일수록 더 자주 먹는 식습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6). 학업 스트레스 등에 취약한 시기인 청소년기의 정신건강을 위

해서 신체활동의 부족에 대한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만의 요인으로 고려되지 않았으나 청소년의 주관적인

체형 인식도 비만 발생과 연관성이 있었다.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의

2016년 자료를 이용하여 청소년들의 성별, 나이, 거주 지역, 가구 수입,

주관적으로 느끼는 체형, 체형에 대한 왜곡 정도 등을 조사한 결과 왜곡

된 체형 인식이 과체중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OR=0.15, p<0.001),

달리 말하면 자신의 체중을 왜곡된 방식으로 인지하는 청소년들은 그렇

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서 과체중이 될 확률이 0.15배(95% CI,

0.07-0.34)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Hyun Young Koo et al., 2019).

본 연구에서 청소년 비만의 환경적인 요인을 살펴보았는데, 비만에 취

약한 집단에는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비만의 예방에 관한 개입은 형평성을 감소시키고 불평등을 증가시킬 가

능성이 있었고 일부 개입은 오히려 차별을 심화시킬 수도 있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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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비만 예방의 개입 효과를 확인한 결과, 일부

개입은 저소득층 청소년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개인 수준의 행동 변화를 목표로 하는 개입은 저소득층의 집단에서

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였으며,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개입은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이었다(A Beauchamp et al., 2014).

또한, 불평등의 정도가 증가할 위험이 낮은 개입은 다양한 목표 집단과

다양한 위험요인을 고려한 복합적인 개입이었으며(Francesco Venturelli

et al., 2019), 대상 인구 집단의 사회 경제적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했

을 때 효과가 있었다(D L Olstad et al., 2016).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

로 하는 개입은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으며, 영양, 신체

활동 등 다양한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Megan Luybli et al. 2019).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비만의 유전적인 요인이 고려되지 못하였는

데, 비만의 생물학적인 요인에 관해서는 중추신경계 시상 하부의 신경전

달물질이 에너지 균형과 항상성에 개입하므로 비만에 취약한 유전적 변

이가 있을 때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Rajan

Kumar Singh et al., 2017). 장내 미생물 군집도 비만의 요인으로 확인된

바 있으나 비만을 일으키는 식이 요법과 생활 습관에 기인하는 유전적

요인들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Olga Castaner et al., 2018).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환경적인 요인들의 분포가

유의하게 다른 것은 고무적인 결과이다. 지역의 특성 중 어떠한 부분이

청소년들의 비만율에 차이를 가져오는지 좀 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서 조사되지 않은 다양한 변수들, 예를 들어 거주 지역별로

식사 시 다른 사람과의 동반 여부, 영양교육 여부 등은 거주 지역별로

어떠한 분포를 보이는지 등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29 -

참 고 문 헌

1. 강신관, 김순덕, 이제숙, 소아청소년의 과체중과 비만의 유병률 및 관

련요인-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대상으로, Korean Journal of

Epidemiology, 2008;30(2):188-197

2. 성은주, 신택수, 한국 청소년비만이 심혈관질환 위험인자에 미치는 영

향, 가정의학회지, 2003; 24(11):1017-1025

3. 이소영, 정한용, Obesity : Genetic vs Environmental Factors, 2003,

생물정신의학,10(1)

4. 이진복, 이정오, 김성원, 강재헌, 양윤준, 서울 시내 일부 초등학교 아

동에서 비만의 유병률 및 위험요인, 가정의학회지, 2000;21(7):866-875

5. 지영주, 김영혜, 청소년의 비만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11년 청소

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를 중심으로, Korean J Obes 2013;22(1):39-49

6. 한영실, 주나미, 청소년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Korean food

culture, 2005;20(2):172-185

7.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비만 통계자료집

8. A Beauchamp, K Backholer, D Magliano, A Peeters, The effect of

obesity prevention interventions according to socioeconomic

position: a systematic review, 2014; Obes Rev;15(7):541-54.

9. A Chung, K Backholer, E Wong, C Palermo, C Keating, A Peeters

Trends in child and adolescent obesity prevalence in economically

advanced countries according to socioeconomic position: a

systematic review, 2016, Obes Rev.;17(3):276-95.

10. Alessa Nas, Nora Mirza, Franziska Hägele, Julia Kahlhöfer, Judith

Keller, Russell Rising, Thomas A Kufer, Anja Bosy-Westphal,

Impact of breakfast skipping compared with dinner skipping on

regulation of energy balance and metabolic risk, Am J Clin Nutr.

2017;105(6):1351-1361.

11. B H Fruhstorfer, C Mousoulis, O A Uthman, W Robertson,

Socio-economic status and overweight or obesity among school-age

children in sub-Saharan Africa - a systematic review, 2016, Clin



- 30 -

Obes;6(1):19-32.

12. Bhavesh Kumar, Rebecca Robinson, Simon Till, Physical activity

and health in adolescence, Clinical Medicine 2015;15(3):267-72.

13. D L Olstad, M Teychenne, L M Minaker, D R Taber, K D Raine,

C I J Nykiforuk, K Ball, Can policy ameliorate socioeconomic

inequities in obesity and obesity-related behaviours? A systematic

review of the impact of universal policies on adults and children,

2016, Obes Rev.17(12):1198-1217.

14. Felicity J Pendergast, Katherine M Livingstone, Anthony Worsley,

Sarah A McNaughton, Correlates of meal skipping in young

adults: a systematic review, Int J Behav Nutr Phys

Act,2016;13(1):125.

15. Francesco Venturelli, Francesca Ferrari, Serena Broccoli, Laura

Bonvicini , Pamela Mancuso, Annalisa Bargellini, Paolo Giorgi

Rossi, The effect of Public Health/Pediatric Obesity interventions

on socioeconomic inequalities in childhood obesity: A scoping

review, Obes Rev.2019;20(12):1720-1739.

16. Hyun Young Koo, Eun Kyung Lee, Factors associated with

Obesity among Korean Adolescents based on the Seven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6);Child H

ealth N u rs Res 2019;25(1):28-37.

17. Mark O Goodarzi, Genetics of obesity: what genetic association

studies have taught us about the biology of obesity and its

complications. Lancet Diabetes Endocrinol.2018;6(3):223-226.

18. Martin Hilpert, Konrad Brockmeier, Sigrid Dordel, Benjamin Koch,

Verena Weiß, Nina Ferrari, Walter Tokarski, Christine Graf,

Sociocultural Influence on Obesity and Lifestyle in Children: A

Study of Daily Activities, Leisure Time Behavior, Motor Skills,

and Weight Status, Obes Facts 2017;10:168–178.

19. Megan Luybli, Hanna Schmillen, Mercedes Sotos-Prieto,

School-Based Interventions in Low Socioeconomic Settings to



- 31 -

Reduce Obesity Outcomes among Preschoolers: A Scoping Review

2019, Nutrients,4;11(7):1518.

20. Olga Castaner, Albert Goday, Yong-Moon Park, Seung-Hwan Lee,

Faidon Magkos, Sue-Anne Toh Ee Shiow, Helmut Schröder, The

Gut Microbiome Profile in Obesity: A Systematic Review, Int J

Endocrinol.2018,eCollection.

21. Rajan Kumar Singh, Permendra Kumar, Kulandaivelu Mahalingam,

Molecular genetics of human obesity: A comprehensive review, C

R Biol.2017;340(2):87-108.

22. Se young Ju, Changes in eating-out frequency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nutrient intakes among

Korean adults, Iran J Public Health;2020;49(1);46-55.

23. Shunquan Wu, Yingying Ding, Fuquan Wu, Ruisheng Li, Yan Hu,

Jun Hou, Panyong Mao, Socio-economic position as an

intervention against overweight and obesity in childre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2015, Sci Rep;5:11354.

24. Suzy Newton, Dejana Braithwaite, Tomi F Akinyemiju,

Socio-economic status over the life course and obesity: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2017, PLoS One;12(5):e0177151.

25. Tiwaloluwa A Ajibewa, Megan Zhou, Mikayla R Barry, Alison L

Miller, Kendrin R Sonneville, Cindy W Leung, Rebecca E Hasson,

Adolescent stress: A predictor of dieting behaviors in youth with

overweight/obesity, Appetite;2020;147;104560.Epub2019

26. Xiumei Ma, Qing Chen, Yueli Pu, Man Guo, Zongzhe Jiang, Wei

Huang , Yang Long, Yong Xu Skipping breakfast is associated

with overweight and obesity: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2020;Obes Res Clin Pract,14(1);1-8

27. Youfa Wang, May A. Beydoun, The Obesity Epidemic in the

United States—Gender, Age, Socioeconomic, Racial/Ethnic, and

Geographic Characteristic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Regression Analysis. 2007, Epidemiologic Review;29(1):6-28.



- 32 -

Abstract

Factors associated with obesity

among Korean adolescents

: using the 7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im Hyae na

Health Statistics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Background

Obesity is a disease that causes cardiovascular disease, mental

disease, and various chronic diseases not only in adults but also

in adolescents, and it is known that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income level and lifestyle influence obe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a group of adolescents who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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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ulnerable to obesity by examining how various environmental

factors affect obesity using data from the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Method

A cross-sectional study was conducted with a total of 1,273

adolescents between the ages of 12 and less than 19 who had

physical measurement data from 2016 to 2018, which is the 7th

period of the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Based on the ‘Standard Growth Chart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prevalence of obesity was investigated by

dividing the group into obese and non-obese groups based on

the 95th percentile or higher of body mass index(BMI) by

gender and age. The independence test was conducted to see if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egree of obesity by

dividing the subjects by variable, and by correcting for age and

income level, which are variables that significantly affected the

incidence of obesity, each variable was determined by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We investigated whether it

influences the incidence of obesity. Additionally, the distribution

of environmental factors by region was investigated.

Result

When the incidence of obesity was analyzed for a total of

1,273 subject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ncidence of obesity according to age and parental incom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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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Score matching (PSM) was performed. As a result of

matching all adolescents according to breakfast frequency,

obesity occurred in 13.7% of adolescents who ate breakfast less

frequently and 1.5% of adolescents who did not eat breakfast.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lower. In addition, as a result of

matching according to physical activity, obesity occurred in

10.7% of young people with little physical activity and 5.8% of

adolescents with high physical activity, and it was found that

the incidence of obesity was high in the group with low

physical activity (p=0.007).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frequency of breakfast according to the area of residence

(p=0.358), bu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egree of

physical activity and the frequency of eating out according to

the area of residence (p<0.05). The proportion of adolescents

was high, and the frequency of eating out was high in other

regions.

Conclusion

Adolescents who eat breakfast less frequently and are less

physically active are more vulnerable to obesity, and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physical activity and

frequency of eating out according to the area of residence.

keywords : Obesity, adolescent, KNH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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