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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과다한 영양섭취 및 열량 소비 부족으로 인한 불균형으로 발생

하는 비만은 당뇨, 암, 심혈관계질환 등 다양한 질환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식생활 및 신체활동 등 생활습관 개선을 통

한 비만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초가공식품은 식품첨가물 등이 함유된 식품 및 음료로 열량,

지방, 나트륨 함량이 높은 특성이 있으며, 이러한 초가공식품 과다

섭취는 비만, 대사증후군을 비롯한 암, 심혈관계질환의 발생위험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초가공

식품의 섭취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 또한 매년 꾸준히 초가공

식품의 열량 기여율이 증가하였고, 특히 젊은 성인의 초가공식품

열량 기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최근 젊은 성인의 신체활동이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만의 유병률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

체활동과 초가공식품 섭취가 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복합적으로 분

석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초가공식품

섭취 현황을 파악한 후, 초가공식품 섭취와 비만과의 관련성을 규

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신체활동의 수행 여부에 따라 초가공식품

섭취수준별 비만 유병률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

자는 2014-2019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19-29세 성인 3,189명

를 선정하였고 식사기록자료와 건강설문조사, 검진조사 자료를 활

용하여 분석하였다. 국내 상용식품을 NOVA 분류체계에 따라 분

류한 데이터베이스를 식사기록자료와 연계하여 초가공식품의 섭취

량을 추정하였다. 체질량지수(BMI)에 따라 과체중(BMI≥23), 비만

(BMI≥25)으로 분류하고, 남성의 허리둘레가 90cm 이상이거나 여

성의 허리둘레가 85cm 이상이면 복부비만으로 보았다. 신체활동은

근력운동(주 2회 이상), 좌식생활 시간(하루 10시간 미만), 여가 신

체활동, 유산소 신체활동(이하 주 고강도 75분 또는 중강도 1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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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수행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외에도 대상자의 가구소득, 거

주지역, 흡연, 음주 분포를 확인하고 보정하여 분석하였다.

초가공식품의 열량 기여율에 따라 대상자를 3분위로 나누고 열

량 기여율이 낮은 그룹을 기준으로 과체중, 비만, 복부비만과의 오

즈비를 계산한 결과, 초가공식품의 섭취가 증가할수록 젊은 성인

의 복부비만 유병률이 낮았다(OR=0.75, CI:0.58-0.97). 이와 반대로,

젊은 성인의 비가공식품 및 최소가공식품의 섭취가 증가할수록 과

체중(OR=1.24, CI:1.02-1.52), 비만(OR=1.31, CI:1.01-1.70), 복부비

만(OR=1.39, CI:1.08-1.78)의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신체활

동의 수행 여부에 따른 초가공식품 섭취와 비만과의 관련성을 보

았을 때, 근력운동을 주 2회 이상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비만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OR=1.65, CI:1.10-2.47). 또한, 근

력운동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모든 초가공식품 섭취수준에서 복부

비만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T1]OR=2.33, CI:1.50-3.62

/ [T2]OR=1.74, CI:1.11-2.72 / [T3]OR=1.80, CI:1.17-2.77), 유의한

상호작용이 관찰되었다(p<0.0001).

이상의 결과에서 젊은 성인은 초가공식품을 통한 열량 기여율

이 높을수록 비만 유병률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초

가공식품 열량 기여율이 높고 근력운동을 하지 않을 경우 복부비

만의 유병률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식생활 및 신체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비만관리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초가공식품, 신체활동, 비만, 젊은 성인, NOVA 분류체계

학 번 : 2020-2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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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비만(Obesity)은 심혈관계질환, 제 2형 당뇨병, 암, 심리적 장애 등 생

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질환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ixon,

2010). 또한, 성인 초기의 비만은 당뇨, 고혈압 등을 유발함과 동시에 심

혈관계질환 관련 요인에도 관련이 있으므로, 운동과 식이조절을 유도하

고 관련된 교육을 중재함으로써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Inge

et al., 2013; Skinner et al., 2015).

전 세계적으로 비만의 유병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젊은

성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2015-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

르면 20-39세의 비만율은 34.3%인 것으로 나타났다(Hales et al., 2018).

이는 2007-2008년 조사 결과인 20-39세 성인 비만율 30.7%와 비교하여

모두 증가한 수치이다(Hales et al., 2018). 한편, 한국에서 실시한 국민건

강영양조사를 통해 2010년 조사 결과인 19-29세 비만율이 20.5%인 것과

비교하였을 때, 2019년의 19-29세 비만율은 27.6%로 젊은 성인의 비만율

이 증가하였으며, 타 연령대보다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보건복지부,

2012; 보건복지부 2020).

초가공식품(Ultra-processed foods)은 가공의 정도에 따라 총 4단계로

식품을 분류하는 NOVA classification system(NOVA 분류체계)으로 최

근 새롭게 정의되었으며, 주로 정제된 물질과 화학적 공정을 거친 첨가

제들이 포함된 식품 및 음료를 말한다(Monteiro et al., 2019). NOVA 분

류체계는 식품을 총 4개의 그룹으로 분류함으로써 초가공식품의 개념과

의의를 정립한 것으로 각 그룹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Monteiro et a

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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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up 1: Unprocessed & Minimally Processed Foods(U&MPF)

- Group 2: Processed Culinary Ingredients(PCI)

- Group 3: Processed Foods(PF)

- Group 4: Ultra-Processed Foods(UPF)

포화지방과 나트륨 함량이 높은 초가공식품의섭취 증가는 염증성 장

질환을 초래하고(Narula et al., 2021), 비만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da Costa Louzada et al., 2015; Nardocci et al., 2019;

Rauber et al., 2020),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위험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Srour et al., 2019), 암과 제 2형 당뇨, 우울증의 원인으로도 보고된 바

있다(Chen et al., 2020; Elizabeth et al., 2020).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초가공식품의 섭취가 증가하고 있다(Baraldi

et al., 2018; Juul et al., 2015; Monteiro et al., 2010). 한국에서도 UPF초

가공식품의 섭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Shim et al., 2021), 최근 연구

에서 초가공식품의 과다 섭취는 한국 여성의 높은 비만 유병률

(OR=1.51)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ung et al., 2021). 또한,

연령대가 낮은 10대와 20대에서 초가공식품에 의한 열량 기여율이 30%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Shim et al., 2021). 즉, 상대적으로 젊

은 연령대에서 타 연령대보다 초가공 식품으로 인한 높은 열량 기여율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국외의 선행연구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Nardocci et al., 2019; Steele et al., 2019; Sung et al., 2021). 그러나 젊

은 성인을 대상으로 초가공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매

우 부족한 실정이다. 비만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19-29세를 젊

은 성인으로 분석한 것을 고려하여(Lee et al., 2018; Kim & Yoon,

2020; Mihardja & Soetrisno, 2012), 본 연구에서도 해당 연령 구간을 젊

은 성인으로 정의하고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20대 성인(20-29세)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2010년 26.6% 대

비 2020년 43.8%로 15%p 이상 증가하였다(통계청, 2021). 신체활동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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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유병률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Chau et al., 2012). 대규모 역학자료를

활용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주 150분 이상의 유산소 신체활동을 하거나 주 2회 이상의 근력운동을

수행하여 기준을 충족한 집단은 각각 비만 유병률이 약 30% 낮게 나타

났으며,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비만 유병률이 절반으로 감소하였

다(Bennie et al., 2020). 또한, 국내 연구에서 19-39세 중 신체활동이 부

족한 것으로 분류된 집단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비만 유병률도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Lim & Park, 2018), 반면 신체활

동을 수행할 경우 허리-엉덩이 둘레 측정에 의한 비만 오즈비가 남성

(OR=0.69)과 여성(OR=0.94) 모두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Lee

et al., 2016).

초가공식품과 비만의 관련성을 규명한 선행연구들이 제시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초가공식품의 섭취와 비만의 관련

성을 연구한 논문은 부족하다. 또한, 신체활동은 체중 유지 및 비만 유병

률 감소의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초가공식품 섭취 및 신체활동과 비

만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재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국민건강영양조사와 NOVA 분류체계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

여 젊은 성인의 초가공식품의 열량 기여율을 추정하고, 신체활동과 더불

어 비만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젊은 성인의 초가공식품 섭취 및 신체활동과

비만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비만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식품섭취 및

신체활동을 포괄하는 대책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산출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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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한국 젊은 성인의 초가공식품 섭취 수준에 따른 열량 및 주요

영양소들의 섭취수준을 파악한다.

둘째, 한국 젊은 성인의 식품가공 분류에 따른 섭취 수준과 비만과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셋째, 신체활동 수준별 초가공식품 섭취와 비만과의 관련성을 파악한

다.



- 5 -

제 2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대상 및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만 19-29세의 한국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2014-2019년에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19-29세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에서, 검진자료의 신장, 체중, 허리둘레에

대한 정보와 설문조사의 성, 연령, 신체활동(국제신체활동설문지, 근력운

동, 좌식생활 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고, 24시간 회상법에 의한 1일치 식

사기록자료를 보유하며, 열량 극단 섭취자(<500 kcal/day 또는 >5,000

kcal/day)가 아닌 3,189명을 연구대상자로 포함하였다.

비만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반적 특성에 대한 정보들도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설문조사는 전문조사원의 대면 조사 하에

대상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설문 항목에는 성, 연령 뿐만 아니라,

가구소득, 거주지역, 흡연, 음주 등을 포함하였다. 각 지표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구소득은 가구원수에 비례한 평균 소득을 4분위로 분류

하여 기준액을 산정하고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 중하,

중상, 상으로 분류하였다. 거주지역은 동과 읍면으로 구분하였고, 흡연은

평생 5갑(100개비) 이상이면 흡연자로 분류하였다(흡연 경험이 없거나 5

갑 미만일 경우 비흡연자). 최근 1년간 월 1잔 이상 음주했을 경우 음주

자로 분류하였으며, 평생 비음주이거나 최근 1년간 월 1잔 미만 음주일

경우 비음주자로 분류하였다.

제 2 절 초가공식품 섭취량 추정

국민건강조사의 1일 식사자료에서 열량을 포함한 탄수화물, 단백질,



- 6 -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 칼륨, 식이섬유 섭취량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였

다. 연구 대상자의 초가공식품 섭취량을 산출하기 위하여 식사기록자료

에 기록된 모든 식품들을 NOVA 분류체계에 따라 총 4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Monteiro et al., 2019). 가장 가공 수준이 낮은 비가공·최소

가공식품에는 가공되지 않거나 최소한의 공정을 거친 식품으로 곡물, 육

가금류, 과일, 채소, 해산물 등이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양념 및 조리에

주로 사용되는 식품인 가공된 식재료에는 기름, 버터, 설탕 및 소금 등이

속하였다. 보존 기간과 맛의 증진을 위해 가공 과정을 거친 가공식품의

경우 김치, 치즈, 발효주 등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

보고자 하는 초가공식품은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화학

적 변형이 요구되는 향미제, 착색제, 유화제와 같은 식품첨가제가 함유된

식품으로,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과자 등이 초가공식품으로 분류되었다.

NOVA 분류체계에 따른 한국인 상용식품 데이터베이스는 총 3명의 연

구진에 의해 NOVA 분류체계에 따른 분류 작업을 한 후, NOVA 분류체

계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은 제외하고 논의가 필요한 식품은 토론을 거쳐

재분류하는 과정을 통해 구축되었다(참고문헌Monteiro et al., 2019). 본

연구에서는 1일 식사조사 자료를 한국인 상용식품 데이터베이스와 연계

하여, 가공식품 수준별 섭취량을 추정하였고, 하루 총 에너지 섭취량 중

초가공식품 및 비가공·최소가공식품을 통한 열량 기여율을 산출하였다.

제 3 절 신체활동 수준

신체활동의 경우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근력운동일수와 좌식생활 시간

자료를 활용하였다. 근력운동을 주 2회 이상 하면 수행한 것으로 보았고,

좌식생활 시간은 10시간 미만과 10시간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국제

신체활동설문지(Glob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GPAQ)를 활용

하여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충족하였는지 알아보았다(Armstr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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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 2006).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이란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2

시간 3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1시간 15분 이상, 또는 중강도와

고강도 신체활동을 섞어서(고강도 1분은 중강도 2분) 각 활동에 상당하는

시간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중강도 및 고강도 신체활동 시간과 관련된

기준은 WHO의 신체활동 권장사항을 바탕으로 결정되었다(Bull et al.,

2020; WHO, 2012).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장소이동, 직업활동, 여가시

간의 모든 신체활동 시간이 종합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는 여가시간에 의

한 수행 여부를 추가적으로 구분하여 확인하였다.

제 4 절 비만 기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신체계측자료를 통해 수집된 신장과 체중 자료를

이용하여 체질량지수(BMI, kg/m2)로 산출하였다. 성인의 경우 BMI가 23

이상이면 과체중, 25이상이면 비만으로 분류하였다(WHO, 2000). 또한,

복부비만을 선별하기 위해 성인 남성은 허리둘레 90cm 이상, 여성은

85cm 이상을 복부비만으로 정의하였다(Lee et al., 2007).

제 5 절 통계분석

통계처리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son 9.4, Sas

Institute, Cary, NC)를 이용한다.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관련하여 각

범주에 따라 대상자 수와 백분율(%)로 제시하였고, 하루 총 열량 섭취에

대한 비가공·최소가공식품과 초가공식품의 평균 열량 기여율로 나타내었

다. 또한, 성별에 따른 층화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chi-square test를

통해 분포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초가공식품의 섭취 수준에 따

른 주요 영양소의 성별 평균섭취량을 확인하였고 증가 또는 감소 경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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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섭취 수준의 중위수를 통해 p for trend로 제시하였다.

비가공·최소가공식품, 초가공식품의 열량 기여율 수준과 비만과의 관

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오즈비(odds ratio,

OR)와 95% 신뢰구간(95% confidence level, 95% CI)을 구하고, 각 섭취

수준의 중위수를 구하여 p for trend를 산출하였다. 또한, 신체활동 수준

별초가공식품 섭취와 비만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신체활동을 수

행하고 초가공식품 섭취수준이 가장 낮은 분위에 해당하는 그룹을 기준

으로 OR과 95% CI를 구하였다. 아울러 초가공식품의 열량 기여율과 신

체활동 수준 간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한 회귀방정식 기울기 변화를 확인

하고 상호작용 효과를 p for interaction을 통해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α=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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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과

제 1 절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공식품의 섭

취수준

본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포와 가공식품의 섭취수준

을 Table 1과 Table 2에 각각 제시하였으며, 모든 결과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였다(Appendix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분포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흡연, 음주,

근력운동, 좌식생활 시간, 여가 신체활동, 유산소 신체활동에서 성별간

분포의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Table 2는 일반적 특성에 따라 비가

공·최소가공식품과 초가공식품의 평균 열량 기여율을 분석한 결과이다.

남성의 비가공·최소가공식품 평균 열량 기여율이 여성보다 약 3% 높고

(p<0.0001), 여성의 초가공식품 평균 열량 기여율이 남성보다 약 2%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비가공·최소가공식품과 초가공식품의 열

량 기여율은 가구소득 수준, 거주지역, 좌식생활 시간, 여가 신체활동, 유

산소 신체활동에서 유의한 분포의 차이가 없었다. 여성 대상자는 흡연할

경우 비가공·최소가공식품과 초가공식품의 열량 기여율이 높았다

(p=0.0037).

성별 간 차이를 알아보았을 때, 가구소득 중 하위 및 상위, 거주지역

중 도시지역, 흡연자 및 비흡연자, 음주자 및 비음주자, 근력운동 수행

및 비수행, 좌식생활 10시간 이상 및 미만, 여가 신체활동 비수행, 유산

소 신체활동 수행 및 비수행에 해당할 경우 남성 대상자의 비가공·최소

가공식품 열량 기여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초가공식품의 열량 기

여율은 가구소득 중 상위, 거주지역 중 도시지역, 흡연자, 음주자, 좌식생

활 시간 10시간 이상, 여가 신체활동 비수행, 유산소 신체활동 수행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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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할 경우 여성의 초가공식품 열량 기여율이 남성 대상자보다 더 높았

다.

제 2 절 초가공식품 섭취 수준에 따른 주요 영양소 섭

취 수준

초가공식품 섭취 수준에 따른 주요 영양소 섭취 수준을 분석한 결과

는 Table 3과 같다. 초가공식품 섭취 수준은 총 3분위(T1, T2, T3)로 구

분하였으며, 가구소득과 주거지역으로 보정한 후 각 분위의 열량 기여율

중위값을 통해 증가 및 감소의 경향을 p for trend로 제시하였다.

전체 대상자에서 초가공식품의 섭취수준이 높을수록 총 열량, 총 지

방, 포화지방은 유의하게 높았고, 단백질, 탄수화물, 나트륨, 칼륨, 식이섬

유는 낮았다(p for trend<0.0001). 남성과 여성으로 대상자를 나누어 분

석한 주요 영양소의 섭취 수준 결과도 남녀 전체에서 나타난 초가공식품

섭취 수준에 따른 경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 for

trend<0.0001).

제 3 절 비가공·최소가공식품 및 초가공식품 섭취 수

준과 비만과의 관련성

Table 4에서 젊은 성인의 비가공·최소가공식품과 초가공식품 섭취 수

준(T1, T2, T3)에 따른 비만(과체중, 비만, 복부비만)과의 관련성을 성별

로 OR과 95% CI값을 제시하였고, 증가 및 감소 경향을 p for trend로

확인하였다. 열량 기여율 하위수준(T1)을 기준으로 한 OR과 p for trend

는 열량 섭취, 가구소득, 흡연, 음주, 신체활동을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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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대상자에서 비가공·최소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할수록 과체중

(T1vsT3, OR=1.24), 비만(T1vsT3, OR=1.31, p for trend=0.0435), 복부

비만(T1vsT3, OR=1.39, p for trend=0.0095)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증가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성에서는 비가공·최소가공식품 섭취수준이 3

분위인 대상자는 1분위 대상자에 비해 과체중(T1vsT3, OR=1.32, p for

trend=0.0430), 복부비만(T1vsT3, OR=1.38, p for trend=0.0375)의 유병률

이 유의하게 높았다. 한편, 전체대상자에서 초가공식품의 섭취가 3분위인

집단에서는 1분위 대상자에 비해 복부비만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낮았고

(T1vsT3, OR=0.75, p for trend=0.0209), 남성 대상자도 마찬가지로 복부

비만의 유병률이 낮게 나타났으며(T1vsT3, OR=0.65, p for

trend=0.0078), 여성의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제 4 절 초가공식품 섭취와 신체활동의 상호작용 및

비만과의 관련성

Table 5 ~ Table 7은 신체활동 수행 여부에 따라 초가공식품 섭취와

비만 유병률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근력운동과 좌식생활 시간, 여가

신체활동, 유산소 신체활동을 분석하여 수행 여부에 따라 층화한 후(yes,

no), 초가공식품 섭취 수준을 3분위(T1, T2, T3)로 구분하여, 초가공식품

섭취수준이 낮고(T1) 신체활동을 수행하는 경우(yes)를 기준으로 하여

다른 집단의 비만 유병률의 차이가 있는지 OR과 95% CI, p for trend를

계산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신체활동과 초가공식품 섭취의 상호작용이

비만 유병률에 미치는 영향을 p for interaction으로 나타내었다. 모든 분

석은 성별과 가구소득, 거주지역, 흡연, 음주를 보정하여 진행되었다.

Table 5에서는 신체활동 수준별 초가공식품 섭취와 과체중의 관련성

을 알아보았다. 신체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초가공식품의 섭취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한편, 여가 신체활동을 수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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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초가공식품 섭취가 높은 경우 과체중의 유병률이 낮았다고

(T1vsT3, OR=0.69). 또한,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고 초가공식품 섭취가

증가하였을 때 과체중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낮았다(T1vsT2, OR=0.71).

비만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Table 6에서도 신체활동을 수행할 경우에

초가공식품의 섭취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한편, 근력운

동을 하지 않고 초가공식품의 섭취가 낮거나(T1, OR=1.65), 좌식생활 시

간이 10시간 이상이고 초가공식품의 섭취가 낮은 경우(T1, OR=1.62) 비

만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 여가 신체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초가공식품 섭취가 증가하면, 비만의 유병률은 유의하게 낮았다(T1vsT2,

OR=0.58). 유산소 신체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초가공식품 섭취가 증가하

면 비만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낮았다(T1vsT2, OR=0.63).

Table 7은 복부비만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이며, 신체활동을 수행

할 경우 복부비만 유병률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한편, 근력운동을 수

행하지 않을 경우 모든 초가공식품의 섭취 수준에서 복부비만의 유병률

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T1, OR=2.33; T2, OR=1.74; T3, OR=1.80),

비만 유병률에 미치는 초가공식품 열량 기여율과 근력운동의 유의한 상

호작용 효과가 발견되었다(p for interaction<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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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among Korean young adults(1)

Total(n=3,189) Men(n=1,463) Women(n=1,726)
p-value(2)

n % n % n %

Household income level(3)

Lowest 346 11.38 191 12.55 155 10.05

0.1993
Lower middle 735 23.29 324 22.93 411 23.70

Upper middle 958 30.38 437 30.72 521 30.00

Highest 1,138 34.95 507 33.80 631 36.25

Residenital area

Urban 2,869 92.03 1,301 91.56 1,568 92.56
0.3103

Rural 320 7.97 162 8.44 158 7.44

Smoking(4)

Non-smoker 2,294 69.81 796 55.25 1,498 86.33
<0.0001

Smoker 891 30.19 665 44.75 226 13.67

Alcohol drinker(5)

Non-drinker 1,037 31.60 399 27.36 638 36.41
<0.0001

Drinker 2,148 68.40 1,062 72.64 1,086 63.59

Mustle strengthening(6)

Yes 909 30.31 587 40.40 322 18.84
<0.0001

No 2,280 69.69 876 59.60 1,404 81.16

Sitting time

< 10 hours / day 1,430 45.16 701 47.42 729 42.61
0.0140

≥ 10 hours / day 1,759 54.84 762 52.58 997 57.39

Leisure physical activity(7)

Yes 791 26.56 486 34.18 305 17.90
<0.0001

No 2,398 73.44 977 65.82 1,421 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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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obic physical activity(8)

Yes 2,050 66.30 1,022 71.32 1,028 60.59
<.0001

No 1,139 33.70 441 28.68 698 39.41

(1)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and weighted percent. (2) p-value from chi-squared test by sex using PROC SURVEYFREQ. (3) The missing value is 9. (4) Smoker : who had smoked more

than 5 packs of cigarrettes. The missing value is 2. (5) Drinker : who drink more than once a month in the past year. The missing value is 2. (6) Who are engaged in muscle strengthening

more than 2 times per week. (7) Who are engaged in moderate-intensity physical activity at least 2 h 30 min or high-intensity physical activity per week during leisure time. (8) Who are

engaged in moderate-intensity physical activity at least 2 h 30 min or high-intensity physical activity per week during the time of leisure, transportation, 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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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an daily intake of % energy from Unprocessed & Minimally Processed Foods and Ultra-Processed Food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young adults(1)

　
U&MPF UPF

Total Men Women p-value(2) Total Men Women p-value

50.93
(0.41)

52.39
(0.60)

49.28
(0.52)

<.0001 34.54
(0.40)

33.46
(0.59)

35.76
(0.53)

0.0037

Household income level(3)

Lowest 51.63
(1.34)

53.75
(1.72)

48.62
(1.92)

0.0398 34.72
(1.30)

33.73
(1.70)

36.15
(1.83)

0.3103

Lower middle 50.66
(0.88)

51.07
(1.37)

50.21
(1.06)

0.6194 35.10
(0.82)

35.61
(1.19)

34.54
(1.09)

0.5043

Upper middle 51.21
(0.71)

52.40
(1.03)

49.82
(0.89)

0.0572 34.14
(0.73)

32.98
(1.05)

35.49
(0.96)

0.0742

Highest 50.63
(0.68)

52.63
(1.00)

48,52
(0.89)

0.0020 34.37
(0.65)

32.47
(0.96)

36.38
(0.89)

0.0037

Residential area

Urban 50.97
(0.43)

52.54
(0.63)

49.21
(0.55)

<.0001 34.43
(0.42)

33.27
(0.62)

35.74
(0.55)

0.0031

Rural 50.49
(1.43)

50.72
(1.95)

50.19
(1.68)

0.8203 35.74
(1.43)

35.56
(1.84)

35.96
(1.84)

0.8669

Smoking(4)

Non-smoker 51.25
(0.49)

52.96
(0.82)

50.00
(0.56)

0.0026 34.43
(0.48)

33.34
(0.81)

35.23
(0.56)

0.0515

Smoker 50.22
(0.77)

51.70
(0.86)

44.73*

(1.60)
0.0001 34.85

(0.78)
33.72
(0.86)

39.05*

(1.73)
0.0060

Alcohol drinker(5)

Non-drinker 52.36 54.26 50.73 0.0152 34.82 33.48 35.96 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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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 (1.19) (0.90) (0.73) (1.16) (0.86)

Drinker 50.28*

(0.49)
51.69
(0.70)

48,45*

(0.65)
0.0009 34.44

(0.46)
33.53
(0.67)

35.63
(0.66)

0.0305

Muscle strengthening(6)

≥ 2 times / week 50.31
(0.49)

51.57
(0.78)

49.26
(0.57)

0.0059 33.48
(0.74)

32.67
(0.92)

35.34
(1.18)

0.0738

< 2 times / week 52.36*

(0.77)
53.59
(0.98)

49.37
(1.19)

0.0146 35.01
(0.48)

34.00
(0.78)

35.85
(0.59)

0.0574

Sitting time

< 10 hours / day 51.56
(0.58)

52.71
(0.86)

50.11
(0.77)

0.0270 34.21
(0.56)

33.33
(0.82)

35.33
(0.79)

0.0860

≥ 10 hours / day 50.42
(0.56)

52.09
(0.84)

48.07
(0.71)

0.0019 34.80
(0.54)

33.58
(0.82)

36.07
(0.71)

0.0234

Leisure physical activity(7)

Yes 52.08
(0.81)

53.07
(1.04)

49.95
(1.22)

0.0554 33.55
(0.75)

32.73
(0.95)

35.32
(1.18)

0.0894

No 50.01
(0.47)

52.03
(0.76)

49.13
(0.57)

0.0026 34.89
(0.47)

33.84
(0.75)

35.85
(0.59)

0.0356

Aerobic physical activity(8)

Yes 51.23
(0.49)

52.51
(0.70)

49.53
(0.66)

0.0021 34.20
(0.48)

33.10
(0.67)

35.67
(0.71)

0.0109

No 50.34
(0.70)

52.08
(1.19)

48.90
(0.81)

0.0271 35.20
(0.70)

34.37
(1.14)

35.89
(0.83)

0.2698

U&MPF: Unprocessed & Minimally Processed Foods

UPF : Ultra-Processed Foods
* : p< 0.05, in relative first category.
(1) Values for relative energy intake from U&MPF and UPF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error). (2)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using PROC SURVEYREG. (3) The missing value is

9. (4) Smoker : who had smoked more than 5 packs of cigarrettes. The missing value is 2. (5) Drinker : who drink more than once a month in the past year. The missing value is 2. (6) Who are

engaged in muscle strengthening more than 2 times per week. (7) Who are engaged in moderate-intensity physical activity at least 2 h 30 min or high-intensity physical activity per week

during leisure time. (8) Who are engaged in moderate-intensity physical activity at least 2 h 30 min or high-intensity physical activity per week during the time of leisrue, transportation,

working.



- 17 -

Table 3. Nutrient intakes from Ultra-Processed Foods of Korean young
adults(1)

　 Tertile of daily intake from UPF

Tertile 1 Tertile 2 Tertile 3 　

　 Mean SE Mean SE Mean SE
p for
trend(2)

Total

Ultra-processed foods(%) 12.8 0.2 32.5 0.2 58.7 0.4 <0.0001

Total energy(kcal) 1933.7 30.0 2116.5 29.7 2196.9 31.3 <0.0001

Protein(%) 16.9 0.2 15.2 0.2 13.6 0.2 <0.0001

Carbohydrate(%) 60.1 0.5 57.5 0.5 54.8 0.5 <0.0001

Total fats(%) 22.0 0.4 25.0 0.3 27.9 0.3 <0.0001

Saturated fats(%) 6.7 0.1 8.1 0.1 9.8 0.1 <0.0001

Sodium(mg/1,000kcal) 1788.9 31.9 1723.9 24.9 1643.3 23.3 <0.0001

Potassium(mg/1,000kcal) 1477.0 16.8 1259.0 12.0 1056.5 12.3 <0.0001

Dietary fiber(g/1,000kcal) 10.6 0.2 9.3 0.1 8.9 0.2 <0.0001

Men

Ultra-processed foods(%) 11.8 0.3 31.5 0.3 57.4 0.6 <0.0001

Total energy(kcal) 2142.7 47.0 2388.0 45.2 2503.6 43.8 <0.0001

Protein(%) 17.3 0.3 15.4 0.2 13.7 0.2 <0.0001

Carbohydrate(%) 59.8 0.7 56.7 0.6 54.2 0.7 <0.0001

Total fats(%) 21.8 0.5 24.8 0.4 27.1 0.4 <0.0001

Saturated fats(%) 6.6 0.2 7.8 0.2 9.4 0.2 <0.0001

Sodium(mg/1,000kcal) 1824.0 48.5 1750.4 36.4 1723.0 34.1 <0.0001

Potassium(mg/1,000kcal) 1449.9 22.4 1219.9 15.8 1014.6 13.8 <0.0001

Dietary fiber(g/1,000kcal) 10.2 0.2 9.0 0.2 8.8 0.2 <0.0001

Women

Ultra-processed foods(%) 13.9 0.3 33.3 0.3 59.9 0.6 <0.0001

Total energy(kcal) 1673.2 29.5 1800.8 31.8 1878.1 38.4 <0.0001

Protein(%) 16.3 0.3 15.0 0.2 13.5 0.2 <0.0001

Carbohydrate(%) 60.1 0.6 58.9 0.6 55.3 0.6 <0.0001

Total fats(%) 22.2 0.4 25.0 0.4 28.9 0.4 <0.0001

Saturated fats(%) 6.9 0.2 8.3 0.2 10.3 0.2 <0.0001

Sodium(mg/1,000kcal) 1745.0 37.5 1696.0 31.8 1556.0 29.6 <0.0001

Potassium(mg/1,000kcal) 1508.7 23.7 1311.0 16.8 1099.6 20.3 <0.0001

Dietary fiber(g/1,000kcal) 11.0 0.2 9.8 0.2 9.0 0.2 <0.0001

(1) Values for nutrient intake from ultra-processed food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error. (2) p for trend of the median

value of each tertile is calculated using PROC SURVEYR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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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ssociation of relative energy intake from Unprocessed & Minimally Processed Foods, Ultra-Processed Foods
with obesity among Korean young adults

　 Tertile of daily energy intake 　

Tertile 1 Tertile 2 Tertile 3 　

　 % OR(1) 95% CI(2) % OR 95% CI % OR 95% CI
p for
trend(3)

Unprocessed&minimally 
processed foods

Total

Overweight 31.7 1.00 Ref 31.5 0.99 0.81 1.21 35.8 1.24* 1.02 1.52 0.0334

Obesity 13.4 1.00 Ref 12.6 0.99 0.76 1.28 16.3 1.31* 1.01 1.70 0.0435

Abdominal obesity 13.6 1.00 Ref 13.6 0.96 0.74 1.24 17.3 1.39* 1.08 1.78 0.0095

Men

Overweight 43.9 1.00 Ref 47.3 1.11 0.84 1.47 50.6 1.32* 1.01 1.72 0.0430

Obesity 18.5 1.00 Ref 20.1 1.18 0.85 1.66 22.5 1.37 0.98 1.91 0.0656

Abdominal obesity 21.2 1.00 Ref 21.1 0.98 0.71 1.36 25.4 1.38* 1.02 1.87 0.0375

Women

Overweight 22.4 1.00 Ref 18.9 0.86 0.62 1.18 21.4 0.93 0.70 1.25 0.6665

Obesity 9.0 1.00 Ref 7.6 0.90 0.57 1.41 9.6 1.03 0.68 1.55 0.8774

Abdominal obesity 8.4 1.00 Ref 7.1 0.86 0.54 1.38 9.4 1.05 0.67 1.64 0.8222

Ultra-processed foods
Total

Overweight 34.7 1.00 Ref 32.4 0.83 0.67 1.02 32.0 0.83 0.68 1.02 0.0818

Obesity 16.1 1.00 Ref 12.4 0.74 0.56 0.99 13.7 0.79 0.61 1.03 0.0961

Abdominal obesity 16.2 1.00 Ref 14.9 0.84 0.64 1.10 13.5 0.75* 0.58 0.97 0.0276

Men

Overweight 50.1 1.00 Ref 48.8 0.90 0.68 1.18 43.0 0.72 0.55 0.95 0.0209



- 19 -

Obesity 22.6 1.00 Ref 19.3 0.83 0.58 1.19 19.3 0.76 0.54 1.06 0.1146

Abdominal obesity 24.6 1.00 Ref 23.8 0.87 0.62 1.22 19.3 0.65** 0.48 0.90 0.0078

Women

Overweight 24.6 1.00 Ref 23.8 1.03 0.76 1.39 19.3 1.18 0.88 1.58 0.2446

Obesity 9.6 1.00 Ref 7.5 0.79 0.53 1.17 9.2 0.99 0.67 1.46 0.9600

Abdominal obesity 8.3 1.00 Ref 7.3 0.85 0.54 1.33 9.2 1.23 0.79 1.91 0.3128

(1) OR : odds ratio. Values are calculated adjusting household income, smoking, alcohol consumption, and physical activity. p-value is calculated using PROC SURVEYLOGISTIC. (* : p <0.05, ** : p

<0.01) (2) CI : confidence interval. (3) p-value is calculated using PROC SURVEYREG with the median value of each tertile. Adjusted household income, smoking, alcohol consumption, and physical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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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Odds ratio and 95% confidence intervals for overweight according to Ultra-Processed Foods intake after
stratification by the type of physical activity(1)

　 Tertile of daily energy intake from UPF

Tertile 1 Tertile 2 Tertile 3

　 OR 95% CI OR 95% CI OR 95% CI
p for

interaction(2)

Muscle strengthening

Yes 1.00 Ref 1.08 0.75 1.55 0.79 0.54 1.15
0.7542

No 1.04 0.77 1.41 0.79 0.57 1.09 0.94 0.69 1.28

Sitting time

< 10 hours / day 1.00 Ref 0.88 0.65 1.20 0.98 0.72 1.34
0.9141

≥ 10 hours / day 1.19 0.90 1.59 0.98 0.74 1.31 0.93 0.70 1.24

Leisure physical activity

Yes 1.00 Ref 0.98 0.67 1.45 0.73 0.50 1.07
0.3655

No 0.87 0.64 1.17 0.69* 0.50 0.95 0.80 0.59 1.09

Aerobic physical activity

Yes 1.00 Ref 0.87 0.68 1.12 0.82 0.63 1.06
0.5495

No 0.88 0.65 1.19 0.71* 0.52 0.97 0.86 0.64 1.15

(1) Values are calculated adjusting household income, smoking, alcohol consumption, and physical activity. p for trend value is calculated using PROC SURVEYLOGISTIC. (* : p <0.05, ** : p

<0.01) (2) p for interaction value is calculated using PROC SURVEYREG as a result of the cross-product of UPF consumption(%) and each physical activity execution(yes o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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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Odds ratio and 95% confidence intervals for obesity according to Ultra-Processed Foods intake after
stratification by the type of physical activity(1)

　 Tertile of daily energy intake from UPF

Tertile 1 Tertile 2 Tertile 3

　 OR 95% CI OR 95% CI OR 95% CI
p for

interaction(2)

Muscle strengthening

Yes 1.00 Ref 1.30 0.79 2.13 0.88 0.53 1.47
0.2046

No 1.65* 1.10 2.47 0.96 0.62 1.51 1.28 0.85 1.94

Sitting time

< 10 hours / day 1.00 Ref 0.91 0.59 1.40 1.16 0.77 1.73
0.7153

≥ 10 hours / day 1.62* 1.09 2.42 1.10 0.73 1.65 1.02 0.68 1.52

Leisure physical activity

Yes 1.00 Ref 0.91 0.55 1.48 0.67 0.41 1.08
0.3338

No 0.84 0.55 1.29 0.58* 0.38 0.90 0.74 0.49 1.13

Aerobic physical activity

Yes 1.00 Ref 0.79 0.57 1.10 0.76 0.55 1.05
0.6056

No 0.90 0.60 1.34 0.63* 0.41 0.96 0.85 0.58 1.23

(1) Values are calculated adjusting household income, smoking, alcohol consumption, and physical activity. p for trend value is calculated using PROC SURVEYLOGISTIC. (* : p <0.05, ** : p

<0.01) (2) p for interaction value is calculated using PROC SURVEYREG as a result of the cross-product of UPF consumption(%) and each physical activity execution(yes o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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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Odds ratio and 95% confidence intervals for abdominal obesity according to Ultra-Processed Foods intake
after stratification by the type of physical activity(1)

　 Tertile of daily energy intake from UPF

Tertile 1 Tertile 2 Tertile 3

　 OR 95% CI OR 95% CI OR 95% CI
p for

interaction(2)

Muscle strengthening

Yes 1.00 Ref 1.26 0.74 2.15 0.78 0.44 1.38
<0.0001

No 2.33** 1.50 3.62 1.74* 1.11 2.72 1.80* 1.17 2.77

Sitting time

< 10 hours / day 1.00 Ref 0.95 0.63 1.44 1.00 0.68 1.46
0.3505

≥ 10 hours / day 1.16 0.80 1.69 0.95 0.65 1.40 0.74 0.50 1.09

Leisure physical activity

Yes 1.00 Ref 1.23 0.73 2.07 0.85 0.51 1.42
0.3785

No 1.45 0.96 2.19 1.11 0.73 1.69 1.11 0.73 1.70

Aerobic physical activity

Yes 1.00 Ref 1.01 0.73 1.41 0.85 0.62 1.17
0.8742

No 1.33 0.91 1.97 0.85 0.57 1.25 0.90 0.62 1.33

(1) Values are calculated adjusting household income, smoking, alcohol consumption, and physical activity. p for trend value is calculated using PROC SURVEYLOGISTIC. (* : p <0.05, ** : p

<0.01) (2) p for interaction value is calculated using PROC SURVEYREG as a result of the cross-product of UPF consumption(%) and each physical activity execution(yes o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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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고찰

본 연구에서 젊은 성인 3,189명을 대상으로 초가공식품 섭취 및 신체

활동과 비만과의 관련성을 파악한 결과, 초가공식품의 섭취 수준과 신체

활동 수행 여부에 따라 비만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

였다. 비가공·최소가공식품 섭취가 높을수록 전체 대상자의 과체중, 비

만, 복부비만 유병률이 유의하게 높았고, 남성에서 과체중과 비만의 유병

률이 높았다. 이와 반대로, 초가공식품의 섭취가 증가할수록 복부비만의

유병률은 낮았고, 남성만 살펴보았을때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한

편, 신체활동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비만 유병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

다. 근력운동을 수행하지 않거나 좌식생활 시간이 10시간 이상이면 초가

공식품 섭취가 낮은 수준에서 비만의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근

력운동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섭취수준에서 복부비만의 유병률이 높았

으며, 근력운동과 초가공식품 섭취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대상자들은

주로 즉석면류, 제빵류, 과자류, 음료류에 해당하는 초가공식품을 섭취하

며, 제빵류, 제과류, 유제품류에서 여성의 섭취가 더 높게 나타났다

(Appendix 2). 또한, 초가공식품의 열량 기여율이 높아질수록 열량, 지

방, 포화지방 섭취가 증가하고, 단백질과 탄수화물, 칼륨, 식이섬유의 섭

취는 감소하였다.

본 연구에서 젊은 성인의 초가공식품의 열량 기여도는 약 34% 수준

으로 확인되었으며, 국내 젊은 성인이 대상자로 포함된 선행연구의 결과

와 일치한다(Shim et al., 2021; Sung et al., 2021). 최근 국내 초가공식

품의 섭취율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Shim et al., 2021), 미국, 캐나다, 영

국과 같은 고소득국가의 초가공식품 열량 기여도가 평균 50% 내외인 것

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편이었다(Juul et al., 2021; Nardocci et al.,

2019; Rauber et al., 2020). 한국은 주로 밥과 반찬으로 이루어진 식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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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하는 특징을 갖는다(Kim et al., 2007; Kim et al.,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NOVA 분류체계 중 가공되지 않은 쌀과 육류, 채소, 과일류

가 포함되는 비가공·최소가공식품의 열량 기여율이 약 50%로 가장 높게

형성됨으로써 초가공식품의 열량 기여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된 것으

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비가공·최소가공식품 및 초가공식품 섭취와 비만과의 관

련성을 분석하였을 때, 비가공·최소가공식품 섭취가 증가함에 따라 복부

비만의 유병률이 높은 것과 달리 초가공식품의 섭취가 증가할수록 복부

비만의 유병률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초가공식품의 열량 기여율이 비

가공·최소가공식품의 열량 기여율에 따라 상대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

므로 비만과의 관련성 분석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기

존 선행연구에서 초가공식품과 비만의 관련성을 분석한 경우 대상자들의

초가공식품의 열량 기여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Nardocci et al., 2019;

Rauber et al., 2020), 본 연구에서는 비가공·최소가공식품의 열량 기여율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비가공·최소가공식품에서 높은 비중을 차

지하는 쌀 위주의 식단과 비만의 관련성이 규명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고려하였을 때(Kim et al., 2012), 초가공식품을 통한 열량 기여율이 높

음에도 불구하고 비가공·최소가공식품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비만에 미

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초가공식품의 열량 기여율 증가는 영양 섭취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초가공식품을 통한 열량 기여율이 증가할수

록 총 열량, 지방, 포화지방의 섭취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며(Monteiro et al., 2019; Sung et al., 2020),

초가공식품의 열량, 지방, 당, 나트륨의 함량이 높아 고혈압과 당뇨와 같

은 만성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Nardocci et al.,

2021). 따라서 초가공식품의 열량 기여율이 증가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

함으로써 비만을 비롯한 각종 질환의 위험성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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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에서 조사된 바와 같이 초가공식품의 주요 급원으로 나타

난 즉석면류, 제빵류, 제과류, 음료류와 같이 탄수화물과 지방의 함량이

높은 식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체활동은 음식 섭취를 통한 열량을 소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

으로 체중 증가와 비만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Hill et al., 2013). 또한,

규칙적인 신체활동이 복부비만 관리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대사증후군

과 관련된 지표를 개선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Paley & Johnson,

2018; Strasser, 2013). 본 연구에서 신체활동의 수행 여부에 따라 비만의

유병률을 분석하였을 때, 근력운동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비만 및 복부

비만의 유병률이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근력운동을

포함한 저항성 운동은 체지방률과 체지방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Wewege et al., 2021). 따라서 근력운동과 초가공식품 섭취가 복부비

만에 미친 상호작용이 유의하였음을 고려하였을 때, 근력운동을 주 2회

이상 수행하고 초가공식품을 적게 섭취하는 것은 비만에 걸릴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신체활동 및 초가공

식품 섭취의 상호작용을 최초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운동 후 단기적인 에너지 결핍이 발생할 수 있으며(Dorling et

al., 2018), 운동으로 인해 손실된 에너지 관련 보상 반응이 각자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사료된다

(King et al., 2007).

본 연구는 NOVA 분류체계에 따라 국내 상용 식품을 총 4개의 그룹

으로 분류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비가공·최소가공식품 및 초가공식

품의 열량 기여율을 추정하고 비만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신체

활동의 수행 여부에 따른 비만 유병률의 차이를 분석하고 초가공식품 섭

취와의 상호작용까지 고려한 점에서 최초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존재하며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단면 조사인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므로 초가공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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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 및 신체활동 수행 여부와 비만 간의 인과성을 규명하기는 어렵다.

둘째, 국민건강영양조사 중 24시간 회상법을 통한 식이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므로 연구 대상자들의 일상적인 식이를 반영하기에는 제한점

이 존재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한국인 사용식품의 초가공식품

데이터베이스는 식품 가공 수준에 따른 분류과정에서 다른 연구와 차이

가 있을 수 있다. NOVA 분류 체계에 따라 총 4개로 분류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열량 기여율이 높고 가공 수준의 양극단에 위치한 비가공·최소가

공식품과 초가공식품만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으므로(Appendix 1), 비가

공·최소가공식품과 초가공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두 분류인 가공된 식재

료와 가공식품에 대한 심층분석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넷째, 젊은 성인

은 주관적인 체형 인식으로 인해 체중 조절이 활발하게 발생하는 시기이

다(Wardle et al., 2006). 따라서 횡단면 자료의 특성상 체중을 감소하기

위해 초가공식품의 열량 기여율이 낮아졌을 수 있고, 비만한 집단에서

체중조절을 위한 운동을 하고 있을 수 있어서 비만 유병률이 높을 가능

성이 있다. 즉, 연령이 젊은 층에서 체중 조절 시도율이 높다는 점과 횡

단면 조사의 데이터의 특성이 가진 한계를 추후 연구 설계에 고려하여

추적연구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초가공식품 섭취 및 신체활동 수행과 비만

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초가공식품의 열량 기여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므로(Shim et

al., 2021), 초가공식품을 통한 열량 기여율이 두드러지는 젊은 성인에 대

한 연구 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초가공식품이 가진 영양적 특성을 고려할 때, 타 연령대를 분석하

거나비만 외 대사증후군 및 각종 질환과의 관련성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

다.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NOVA 분류체계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보완

하고 인과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전향적 연구 및 중재 연구를 수행함으

로써 비만에 미치는 초가공식품의 영향력을 더욱 정확히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뿐만 아니라 추후 초가공식품 섭취와 신체활동 수행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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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이 추가적으로 파악됨으로써 식생활 및 신체활동과 관련된 비만

예방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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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sociation of Ultra-Processed

Foods Consumption and

Physical activity with Obesity

among Korean Young adults

Se-uk Oh

Puublic Health Nutrition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Obesity, which is caused by imbalance due to excessive nutritional

intake and insufficient energy expenditure is known to be the cause

of various diseases such as diabetes, cancer, and cardiovascular

diseas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manage obesity through lifestyle

improvement such as diet intake and physical activity.

Ultra-processed foods(UPF) are foods and beverages cont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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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additives, and are characterized by high calorie, fat, and sodium

content. Consumption of these UPF has been reported to be related to

metabolic syndrome, cancer, and cardiovascular diseases by causing

nutritional imbalance. Meanwhile, the consumption of UPF is

increasing worldwide and the energy contribution of UPF is also

steadily increasing in Korea, especially in young adults. Despite the

increase in physical activity of young adults, the prevalence of

obesity of them is increasing. Accordingly research for investigating

the effect of physical activity and consumption of UPF on obesity is

needed but insufficien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of UPF

consumption among Korean young adults, and analyzed the

association with obesity. In addition, the effect of the interaction

between UPF intake and execution of physical activity on the

prevalence of obesity was analyzed. The subjects were 3,189 of

young adults aged 19-29 years old in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4-2019, using the data of dietary

record, health survey, health examination. Depending on body mass

index(BMI), obesity wass classified as overweight(BMI≥23) and

obesity (BMI≥25), and abdominal obesity was determined by waist

circumference(Men≥90cm; Women≥85cm). Physical activities were

checked according to whether or not to excuse muscle strengthening

(≥2 times/week), sitting time(<10 hours/day), leisure physical activity

and aerobic physical activity(75 minutes of high intensity/week or 150

minutes of moderate intensity/week). In addition,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residential area, smoking and drinking in subjects

were analyzed and adjusted.

Subjects were divided into tertiles according to the energy

contribution rate of ultra-processed food. The odds ratio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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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weight, obesity, and abdominal obesity were calculated based on

the group of low energy contribution(T1). As a result of increased

consumption of UPF, the prevalence of abdominal obesity in young

adults were low(OR=0.75, CI:0.58-0.97). Conversely, the prevalence of

overweight(OR=1.24, CI:1.02-1.52), obesity(OR=1.31, CI:1.01-1.70) and

abdominal obesity(OR=1.39, CI:1.08-1.78) was high. On the other hand,

when looking at the association of the consumption of UPF and

obesity according to whether or not physical activity was executed,

the prevalence of obesity was significantly higher in young adults

who didn’t muscle strengthening at least twice a week than

executed(OR=1.65, CI:1.10-2.47). Muscle strengthening was also

related to abdominal obesity,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prevalence was high in all tertiles of UPF consumpion in the

non-execution groups([T1]OR=2.33, CI:1.50-3.62 / [T2]OR=1.74,

CI:1.11-2.72 / [T3]OR=1.80, CI:1.17-2.77), and interaction effect was

significant(p<0.0001).

From the above results, the prevalence of obesity in young adults

showed the tendency to decrease as the consumption of UPF

increased. However, when muscle strengthening was not executed

and UPF consumption was high, the prevalence of abdominal obesity

was high. Consequently, these results may provide a basis for

establishing policies related to obesity to consider both dietary intake

and physical activity in the future.

keywords : Ultra-processed foods, Physical activity, Obesity,

Young adults, NOVA classification

Student Number : 2020-28121



- 36 -

Appendix 1. Mean daily intake of % energy according to NOVA classification

U&MPF PCI PF UPF

Mean SE Mean SE Mean SE Mean SE

Total 50.93 0.41 4.76 0.09 9.77 0.23 34.54 0.40

Men 52.39 0.60 4.58 0.12 9.57 0.31 33.46 0.59

Women 49.28 0.52 4.97 0.13 9.99 0.31 35.76 0.53

p-value <.0001 0.0186 0.3229 0.0037

U&MPF: Unprocessed & Minimally Processed Foods

PCI : Processed Culinary Ingredients

PF : Processed Foods

UPF : Ultra-Processed Foods
(1)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in each variable according to NOVA classification using PROC SURVEYR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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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Mean daily intake of energy and % energy from Ultra-Processed Foods and subgroups of Korean young
adults

NOVA classification

Mean daily intake from ultra-processed foods
Energy intake from UPF (kcal/day) Relative energy intake from UPF (%)

Total Men Women Total Men Women
p-value(1)

Mean SE Mean SE Mean SE Mean SE Mean SE Mean SE

Ultra-processed foods 739.7 11.6 813.5 17.9 655.9 13.3 34.1 0.4 33.1 0.6 35.3 0.5 0.0062

Instant noodles 99.4 4.5 124.0 7.1 71.4 4.2 5.0 0.2 5.6 0.3 4.3 0.3 0.0011

Bread, cakes, and bakery products 101.5 4.7 92.2 6.4 112.1 6.7 4.6 0.2 3.8 0.2 5.6 0.3 <.0001

Beverages(2) 97.4 3.0 112.0 4.6 80.9 3.2 4.7 0.1 4.8 0.2 4.6 0.2 0.5515

Snack 57.7 2.8 53.2 3.8 62.8 3.9 2.8 0.1 2.2 0.2 3.5 0.2 <.0001

Fast foods
(hamburger, pizza, and hotdog)

36.5 3.1 43.6 4.8 28.4 3.7 1.5 0.1 1.6 0.2 1.4 0.2 0.2613

Meat and seafood products(3) 67.9 3.4 79.3 5.5 54.9 3.5 3.1 0.1 3.2 0.2 3.0 0.2 0.4215

Milk-based drinks, processed
cheese, and icecream

56.5 2.4 49.7 3.2 64.2 3.4 2.8 0.1 2.1 0.1 3.6 0.2 <.0001

Sauce, dressing, and condiments(4) 89.6 2.1 97.2 3.1 81.0 2.8 4.1 0.1 4.0 0.1 4.2 0.1 0.1512

Confectionary(5) 24.3 1.6 23.1 2.3 25.6 1.8 1.2 0.1 0.9 0.1 1.4 0.1 0.0007

Intsant cooked products(6) 36.1 2.1 40.9 3.3 30.6 2.3 1.7 0.1 1.7 0.1 1.8 0.1 0.8863

Breakfast cereal 6.8 0.7 6.9 1.0 6.8 0.8 0.4 0.0 0.3 0.0 0.4 0.0 0.4245

Distilled alcoholic drinks 62.0 4.8 85.6 8.1 35.3 4.2 2.1 0.1 2.6 0.2 1.5 0.2 0.0002

Others(7) 4.0 0.6 5.9 1.1 1.7 0.3 0.2 0.0 0.2 0.0 0.1 0.0 0.0189

(1) Difference of relative energy intake from ultra-processed foods between men and women using PROC SURVEYREG. (2) Includes sweetened drinks, carbonated drinks, instant coffee and

canned coffee. (3) Includes ham, sausages, Eomuk, crab stick. (4) Includes tradional sauces (ex. doenjang, gochujang in Korea) (5) Includes jelly, chocolate, and ice pops. (6) Includes ready-to-eat

foods and home meal replacement. (7) Includes weight control foods, functional foods, and baby fom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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