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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health behaviors are related overweight and obesity in Korean 
adolescents.

Methods: Data from the 15th Korea Youth Risk Behaviors web-based Survey(KYRBWS) 
administered in 2019 were analyzed: 60,100 students in middle and high school participated in 
the survey. But except 1,555 missing value, 55,748 students were analyzed. It was conducted 
frequency analysis, Rao-Scott chi-square test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s on overweight and obesity of adolescents were 
gender, economic status, father’s educational background, alcohol experience, fastfood 
consumption, muscle strengthening exercise, stress perception(p<.001). The odds ratio for 
overweight and obesity of male adolescents compared to female adolescents were 1.19(p<.001). 
and The odds ratio for overweight and obesity of perceived stress adolescents compared to 
those who without stress were 1.13(p<.001). 

Conclusions: I found that adolescents’ some undesirable health behaviors affect their 
overweight and obesity, I recommend that school health promotion programmes should be 
implemented in schools to form good health behaviors such as healthy eating habits, physical 
exercise and managing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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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청소년기에 형성된 생활습관은 성인까지 이어져 

평생 지속될 수 있으며, 일단 형성된 생활습관은 바

꾸기가 어려우므로 이 시기에는 생의학적인 건강문

제보다는 행동적인 문제가 더 많다. 한편, 불건강한 

행위를 보이는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불건

강한 행위를 시작하는 연령이 빨라지고 있다(대한가

정의학회, 2004). 특히 흡연, 음주, 운동부족, 과식 

등의 생활습관은 비만을 비롯한 만성질환을 초래하

기 쉬우므로 금연, 절주, 신체활동, 식이조절 등의 다

양한 건강행위의 실천이 필요하다(Hancox et al., 

2004).

식습관과 생활습관의 변화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

로 과체중 및 비만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미국 의학

협회에서는 비만을 질병으로 공식선언하였고(Cowely 

et al., 2016). 비만을 새로운 공중보건 문제이자 심

각한 건강문제로 정의하였다(Perichart et al., 2007). 

WHO에서는 2016년 전 세계 성인의 39%가 과체중

이었고, 13%가 비만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3억 

4천만 명의 아동ㆍ청소년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이었

으며, 이들의 과체중 및 비만 유병률은 1975년 4%에

서 2016년 18%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WHO, 2021).

우리나라도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한 영양과다, 운

동부족 등의 생활양식 변화로 비만인구가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과체중률은 

2010년 7.2%에서 2019년 9.1%로, 비만율은 2010년 

5.1%에서 2019년 9.1%로, 고등학생의 과체중률은 

2010년 6.8%에서 2019년 10.2%로, 비만율은 2010

년 5.5%에서 2019년 12.9%로 증가해 학년이 높아질

수록 과체중률과 비만율이 높아지고 있다(질병관리

본부, 2019).

청소년기 비만은 성인 미만으로의 강한 이행관계

를 보이며(Zack et al., 1979), 비만으로 인하여 생기

는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당뇨병 같은 성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합병증도 생길 가능성이 크다. 또한 

비만으로 인해 열등감, 우울증, 부정적인 신체상, 대

인공포증, 학습장애, 등교거부 등 정신사회적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Buddeburg, 1999; Pesa et al., 2000).

한편 청소년 비만은 성인병으로 이어져 한해 약 1

조 3,638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정영호 등, 2010). 그러나 현재 청소년의 

비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의 비만

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은 훨씬 클 것이므로 이

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그 동안 청소년 비만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청소년 비만은 부모의 

교육수준, 경제상태와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뿐만 아

니라 식사, 음식선호도, 거주지역 같은 가정환경에 

의해서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서정완, 2009; 

이재연 등, 2019; 지영주와 김영해, 2013; Barlow, 

2007). 또한 스트레스 같은 정신건강요인도 청소년 

비만에 영향을 미친다(구혜자, 2019; 김혜신 등, 

2015; 황인철 등, 2011). 그리고 식습관, 좌식습관 

신체활동 등의 생활습관도 청소년 비만과 밀접한 관

련성이 있다(Edwardson et al., 2012; Lowry et al., 

2002).

최근 들어 박민희와 송혜영(2019)은 청소년의 건

강상태 및 스마트폰 사용 특성과 비만과의 관련성

을, 정명희 등(2016)은 청소년의 비만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분석, 계승희(2019)는 아침식사결식과 체

질량의 관련성을 그리고 박인수와 한중대(2019)는 

지역사회 건강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비만 영향요인

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청소년이 아닌 일반 성인을 

조사대상으로 하였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더

라도 2019년 이전의 청소년건강형태 온라인조사 자

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청소년 비만의 판정기준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2017 소아 및 청소년의 체질량지

수 성장도표 백분위수’(보건복지부 등, 2017)를 사용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성인 비만 판정에 사용하는 

체질량지수(BMI) 25이상을 비만의 기준으로 삼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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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 청소년의 비만상태를 현실성 있게 반영하지 

못하였다. 박은식(2019)은 청소년 비만율 조사에서 

비만측정에 관한 조사도구, 비만 진단기준 등에 따라 

비만율의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제15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

와 정부의 공식적인 청소년 비만 판정기준을 이용하

여, 청소년의 과체중 및 비만과 건강행위와의 관련성

을 파악하고, 과체중 및 비만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청소년 보건정책 수립

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필요한 제15차 청소년건강행태조

사의 원시자료는 질병관리청의 승인절차를 거쳐 자

료를 제공받았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등의 건강행

태를 파악하기 위해 중1 ∼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실

시하는 자기기입식 온라인조사이다. 

전국 중ㆍ고등학교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중학교 

400개교, 고등학교 400개교 총 800개교의 60,100

명이 조사대상이며 이 중 57,303명이 조사에 참여하

였다(참여율 95.3%). 본 연구에서는 체질량지수를 

산출할 수 없는 무응답 1,555명을 제외한 55,748명

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성별로는 남학생 

29,059(52.1%), 여학생 26,689(47.9%)이었고, 학교 

구분으로는 중학생 28,675(51.4%), 고등학생 

27,073(48.6%)이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항목의 영역은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비만의 건강행위 영역, 스트레스 

인지의 정신건강 영역, 주관적 건강인지의 기타영역 

그리고 성별, 경제적 상태, 주관적 학업성적, 친부모 

학력 등의 건강형평성 영역과 관련된 문항들이다.

1) 과체중 및 비만

청소년 비만도는 조사대상자의 신장과 체중을 기

초로 체질량지수(BMI)를 산출한 후 ‘2017 소아 및 

청소년의 체질량지수 성장도표 백분위수’(보건복지

부 등, 2017; Korean Pediatric Society and KCDC, 

2018)를 활용하여 분류하였다. 체질량지수를 연령 

및 성별에 따라 95백분위 이상의 경우 비만군, 85백

분위 이상 94백분위 이하이면 과체중군, 5백분위 이

상 84백분위 이하면 정상군, 5백분위 미만인 경우 

저체중군으로 분류하였다. 

2) 건강행위 및 건강상태 요인

평생 흡연경험과 평생 음주경험은 ‘없음’, ‘있음’

으로 구분하였다. 식생활 중 아침식사 빈도는 ‘최근 

7일동안 아침식사를 한 날은 며칠입니까?’라는 질문

에 주 5일 이상은 ‘자주 함’으로 그 외를 ‘별로 안함’

으로 구분하였고, 탄산음료 섭취빈도는 ‘최근 7일 동

안 탄산음료를 얼마나 자주 마셨습니까?’라는 질문

에 주 3~4번 이상은 ‘자주 함’으로 그 외를 ‘별로 안

함’으로 구분하였으며, 패스트푸드 섭취빈도는 ‘최근 

7일 동안 패스트푸드를 얼마나 자주 먹었습니까?’라

는 질문에 주 3~4번 이상은 ‘자주 함’으로 그 외를 

‘별로 안함’으로 구분하였다. 

신체활동은 ‘최근 7일 동안 심장박동이 평상시보

다 증가하거나, 숨이 찬 정도의 신체활동을 종류에 

상관없이 하루에 총합이 60분 이상 한 날은 며칠입

니까?’라는 질문에 주 5일 이상은 ‘많이 함’, 그 외를 

‘별로 안함’으로 구분하였고, 고강도 신체활동은 ‘최

근 7일 동안 숨이 많이 차거나 몸에 땀이 날 정도의 

고강도 신체활동을 20분 이상 한 날은 며칠입니까?’

라는 질문에 주 3일 이상은 ‘많이 함’, 그 외를 ‘별로 

안함’으로 구분하였으며, 근력강화운동은 ‘최근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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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역기들기, 아령, 철

봉, 평행봉, 같은 근육 힘을 키우는 운동을 한 날은 

며칠입니까?’라는 질문에 주 3일 이상은 ‘많이 함’, 

그 외를 ‘별로 안함’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앉아서 

보내는 시간은 ‘최근 7일 동안, 하루 평균 앉아서 보

낸 시간이 몇 시간 정도입니까?’라는 질문에 학습목

적이거나 학습목적 이외로 앉아서 보낸 시간이 12시

간 이상이면 ‘많음’, 그 외를 ‘적음’으로 구분하였다. 

정신건강 중 평상시 스트레스 인지는 ‘평상시 스트레

스를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조금 느

낀다’ 이상은 ‘느낌’, 그 외를 ‘느끼지 않음’으로 구분

하였다. 주관적 건강인지는 ‘평상시 자신의 건강상태

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건강한 편이

다.’ 이상을 ‘건강’으로, 그 외를 ‘불건강’으로 구분하

였다.

3) 인구ㆍ사회경제적 요인

경제상태는 ‘가정의 경제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중상 이상의 응답을 ‘상’으로, 중하 

이하를 ‘하’로 구분하였다. 부모의 학력은 ‘아버지 또

는 어머니의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라는 질문에 대

해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을 ‘대졸 이상’, 그 외를 ‘고

졸 이하’로 구분하였다. 거주지는 ‘대도시’, ‘중소도

시’, ‘군지역’으로 구분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이용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복합

표본설계에 의하여 이루어진 조사이므로 층화, 집락, 

가중치 정보를 반영한 복합표본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인구ㆍ사회경제적 특성 및 건강행위 특성

을 파악하기 위하여 복합표본 빈도분석을 하였고, 청

소년들의 인구ㆍ사회경제적 특성, 건강행위 및 건강

상태별 과체중 및 비만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

여 Rao-Scott chi-square test를 실시하였다. 그리

고 성, 연령 및 인구ㆍ사회경제적 특성을 보정한 상

태에서 건강행위 및 건강상태가 과체중 및 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중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요인에 대한 교차비와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 분석프로그램은 SAS ver 

9.4(SAS Institute, Cary, NC, USA)를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인구ㆍ사회경제적 특성

분석대상자 중 중학생은 29,675명(48.1%), 고등

학생이 27,073명(51.9%)이었고, 남학생은 29,059명

(52.0%), 여학생 26,689(48.0%)이었다. 가정의 경제

상태는 ‘상’ 39.7%, ‘중’48.0%, ‘하’ 12.3%로 경제적 

상태가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88.0%이

었다. 학업성적은 ‘상’ 38.1%, ‘하’ 31.6%, ‘중’30.3% 

순이었고, 거주지의 도시규모는 ‘중소도시’ 51.9%, 

‘대도시’ 42.5%, ‘군지역’ 5.6% 순이었다. 

아버지의 학력수준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69.7%, ‘고등학교 졸업 이하’ 30.3%이었고, 어머니

의 학력수준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65.4%, ‘고등학

교 졸업 이하’ 34.6%이었다. 그리고 평상시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인지수준은 대상자의 70.4%가 ‘건

강한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29.6%가 ‘건

강하지 못한 편’이라고 하였다<Table 1>.

2. 인구ㆍ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과체중 및 비만

대상자의 인구ㆍ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과체중 

및 비만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성별에 따른 과

체중 및 비만은 과체중 이상인 학생 중 남자는 

52.4%, 여자는 47.6%였는데 정상체중 이하인 학생 

중 남자는 51.9%, 여자는 48.1%로 나타나 성별 간 

차이가 없었다. 학교급별에 따른 과체중 및 비만은 

정상체중 이하인 중학생은 48.3%, 고등학생은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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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verweight and obesit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55,748)

Variables Category Total /n(%)
Normal weight
or less /n(%)

Overweight or
higher /n(%) 

Gender
Male 29,059(52.0) 24,691(51.9) 4,368(52.4)

.583
Female 26,689(48.0) 22,663(48.1) 4,026(47.6)

School
type

Middle 28,675(48.1) 24,444(48.3) 4,231(46.5)
.010

High 27,073(51.9) 22,910(51.7) 4,163(53.5)

Economic 
status

High 21,898(39.7) 18,783(40.1) 3,115(37.3)

<.001Middle 26,856(48.0) 22,906(48.2) 3,950(47.1)

Low 6,994(12.3) 5,665(11.7) 1,329(15.6)

Academic
performance

High 21,390(38.1) 18,625(39.1) 2,765(32.4)

<.001Middle 16,848(30.3) 14,346(30.4) 2,502(29.9)

Low 17,510(31.6) 14,383(30.5) 3,127(37.7)

Residential
area

County 4,352(5.6) 3,572(5.3) 780(6.9)

<.001Medium city 26,738(51.9) 22,723(52.1) 4,015(51.1)

Big city 24,658(42.5) 21,059(42.6) 3,599(42.0)

Father’s
education level

≥college 19,642(69.7) 16,925(70.9) 2,717(63.4)
<.001

≤High school 9,063(30.3) 7,357(29.1) 1,706(36.6)

Mother’s
education level

≥college 19,035(65.4) 16,383(66.4) 2,652(59.5)
<.001

≤High school 10,369(34.6) 8,514(33.6) 1,855(40.5)

Perceived
health

Healthy 39,428(70.4) 34,249(72.0) 5,179(61.2)
<.001

Unhealthy 16,320(29.6) 13,105(28.0) 3,215(38.8)

n: unweighted, %: weighted, -value: by Rao-Scott chi-square test
*Father’s education respondents: 28,705, Mother’s education respondents: 29,404

였는데 과체중 이상인 학생 중에는 중학생 46.5%, 

고등학생이 53.5%로 고등학생이 많았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10).

가정의 경제상태별 과체중 및 비만은 경제상태가 

‘상’에서는 정상체중 이하 학생들의 비율이 과체중 

및 비만인 학생들보다 높았으나, 경제상태가 ‘하’인 

경우에는 과체중 및 비만인 학생들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p<.001). 학업성적이 ‘상’인 경우에는 정상체

중 이하 학생들의 비율이 과체중 및 비만 학생들에 

비하여 높았으나, ‘하’인 경우에서는 과체중 및 비만 

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거주지별로는 군지역 학생들

의 과체중 및 비만의 비율이 정상체중 이하의 비율

에 비하여 높았으며, 중소도시에서는 정상체중 이하

의 비율이 높아 거주지별 과체중 및 비만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부모의 학력에서는 ‘대졸 이상’인 경우에 정상체

중 이하 학생들의 비율이 높았으나, ‘고졸 이하’인 경

우에는 과체중 및 비만인 학생들의 비율이 훨씬 높

았다. 주관적인 건강상태의 인지에서는 정상체중 이

하 학생들은 자신의 건강이 ’건강한 편‘이라고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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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과체중 및 비만인 학생 중에

서는 ’건강하지 못한 편‘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

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3. 건강행위에 따른 과체중 및 비만

건강행위에 따른 과체중 및 비만과의 관련성을 분

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평생 흡연경험은 정

상체중 이하군에서 평생 흡연경험이 없는 학생들의 

비율이 과체중 및 비만군 보다 높았으며, 평생 흡연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비율은 오히려 과체중 및 비

만군에서 높았다. 평생 음주경험은 정상체중 이하군

에서는 평생 음주경험이 없는 비율이 61.2%, 과체중 

및 비만군에서 58.6%이었으나, 평생 음주경험이 있

는 비율은 정상체중 이하군에서 38.8%, 과체중 및 

비만군에서 41.4%로 나타나 평생 흡연경험과 유사

한 결과를 보였다. 즉 과체중 및 비만군에서 평생 흡

연경험과 평생 음주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비율이 정

상체중 이하군에 비하여 높았다(p<.001).

<Table 2> Overweight and obesity according to health behaviors of the subjects
(N=55,748)

Variables Category Total /n(%)
Normal weight
or less /n(%)

Overweight or 
higher /n(%)   

Lifetime smoking
experience

No 48,995(87.5) 41,652(87.6) 7,343(86.9)
<.001

Yes 6,753(12.5) 5,702(12.4) 1,051(13.1)

Lifetime alcohol
experience

No 34,234(60.8) 29,228(61.2) 5,006(58.6)
<.001

Yes 21,514(39.2) 18,126(38.8) 3,388(41.4)

Eating breakfast
(per week)

≥5days 27,640(49.8) 23,749(50.3) 3,891(46.8)
<.001

≤4days 28,108(50.2) 23,605(49.7) 4,503(53.2)

Soda intake
(per week)

≤2times 35,272(63.3) 29,822(63.0) 5,450(64.7)
0.013

≥3times 20,476(36.7) 17,532(37.0) 2,944(35.3)

Fastfood consumption
(per week)

≤2times 41,842(74.6) 35,330(74.2) 6,512(77.2)
<.001

≥3times 13,906(25.4) 12,024(25.8) 1,882(22.8)

Moderate physical 
activity(per week)

≥5days 8,525(14.7) 7,358(14.9) 1,167(13.5)
<.001

≤4days 47,223(85.3) 39,996(85.1) 7,227(86.5)

Vigorous physical 
activity(per week)

≥3days 18,320(31.9) 15,713(32.2) 2,607(30.3)
<.001

≤2days 37,428(68.1) 31,641(67.8) 5,787(69.7)

Muscle-strengthening
exercise(per week)

≥3days 12,383(21.8) 10,868(22.5) 1,515(18.1)
<.001

≤2days 43,365(78.2) 36,486(77.5) 6,879(81.9)

Seated time 
(per week)

≺12hours 23,367(44.4) 19,743(44.3) 3,624(45.5)
.073

≥12hours 30,681(55.6) 26,169(55.7) 4,512(54.5)

Stress
perception

No 10,847(19.2) 9,329(19.3) 1,518(18.2)
.012

Yes 44,901(80.8) 38,025(80.7) 6,876(81.8)

n: unweighted, %: weighted, -value: by Rao-Scott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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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습관과 관련하여 주 5일 이상 아침식사를 하는 

식사율은 정상체중 이하군이 50.3%, 과체중 및 비만

군 46.8%이었고, 주 4일 이하 아침식사를 하는 비율

은 정상체중 이하군이 49.7%인데 비하여 과체중 및 

비만군에서는 53.2%로 보다 높았다. 탄산음료 섭취

는 주 2번 이하 섭취하는 비율은 정상체중 이하군에 

비하여 과체중 및 비만군에서 높았으나, 주 3번 이상 

탄산음료를 섭취하는 율은 과체중 및 비만군에 비하

여 정상체중 이하군에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 패스트푸드 섭취는 주 2번 이하 

섭취율은 정상체중 이하군이 74.2%, 과체중 및 비만

군이 77.2%이었고, 3번 이상 섭취율은 정상체중 이

하군이 25.8%, 과체중 및 비만군이 22.8%로 오히려 

낮았다.

신체활동과 관련하여 하루 60분 이상 신체활동을 

하는 일수가 5일 이상인 비율은 정상체중 이하군이 

14.9%, 과체중 및 비만군이 13.5%로 보다 낮았고, 4

일 이하 신체활동률은 정상체중 이하군이 85.1%, 과

체중 및 비만군이 86.5%이었다. 숨이 많이 차거나 

몸에 땀이 날 정도의 고강도 신체활동 일수가 주 3일 

이상인 경우는 정상체중 이하군이 32.2%, 과체중 및 

비만군 30.3%이었고, 2일 이하인 경우는 각각 

67.8%, 69.7%이었다.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역

기들기, 아령, 철봉, 평행봉 같이 근육 힘을 키우는 

근력강화운동은 정상체중 이하군이 22.5%, 과체중 

및 비만군 18.1%이었고, 2일 이하인 경우는 각각 

77.5%, 81.9%이었다. 이상 신체활동률은 과체중 및 

비만군에 비하여 정상체중 이하군에서 높았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학습목적이거나 학습목적 이외(인터넷, 게임, TV

보기 등)로 하루 평균 앉아서 보낸 시간이 1주일 동

안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

우 과체중 및 비만과의 관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p=.073). 그리고 평상시 스트레스를 얼마

나 느끼고 있는지에 관한 스트레스 인지율은 정상체

중 이하군이 80.7%, 과체중 및 비만군이 81.8%로 보

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12).

4. 과체중 및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의 과체중 및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Effects of health behavior on adolescents’ overweight and obesity

Variables Categories
Model 1 Model 2

OR(95% CI)  OR(95% CI) 

Gender
Male 1.11(1.04~1.19) <.001 1.19(1.10~1.28) <.001

Female ref. ref.

School
type

High school 1.06(0.98~1.15) .145 1.04(0.95~1.13) .381

Middle school ref. ref.

Economic
status

Low 1.18(1.04~1.34)

<.001

1.15(1.01~1.31)

Middle 0.93(0.86~1.01) 0.91(0.84~0.99) <.001

High ref. ref.

Academic
performance

Low 1.47(1.33~1.61) <.001 1.51(1.37~1.66) <.001

Middle 1.19(1.08~1.31) .683 1.21(1.13~1.37) .680

High ref.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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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reference, OR: Odds Ratio, CI: Confidential Interval

청소년들의 인구ㆍ사회경제적 특성만을 포함한 

모형 1과 인구ㆍ사회경제적 특성에 건강행위를 추가

한 모형 2에 대한 모형적합도 검정결과 모두 유의하

였다(p<.001). 모형 1의 분류정확도는 56.1%이었으

며, 모형 2의 분류정확도는 57.7%로 모형의 적합도

가 다소 향상되었다. 모형 1을 보면 청소년들의 과체

중 및 비만 여부와 성별, 경제상태, 학업성적, 거주지

역, 부의 학력이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과체중 및 

비만의 위험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1.11배 높았으

며, 경제수준이 ‘상’인 청소년보다 ‘하’인 청소년이 

과체중 및 비만의 위험이 1.18배 높았고 ‘중’인 경우

에는 0.93배로 낮았다(p<.001). 학업성적이 ‘상’인 

Variables Categories
Model 1 Model 2

OR(95% CI)  OR(95% CI) 

Residential
area

Big city 0.78(0.69~0.88) <.001 0.79(0.72~0.89) <.001

Medium city 0.85(0.75~0.96) .296 0.84(0.75~0.95) .211

County ref. ref.

Father’s 
education level

≤ High school 1.21(1.11~1.33) <.001 1.24(1.13~1.37) <.001

≥ College ref. ref.

Mother’s
education level

≤ High school 1.13(1.03~1.23) .011 1.12(1.03~1.23) .015

≥ College ref. ref.

Smoking
experience

Yes 0.93(0.81~1.06) .281

No ref.

Alcohol 
experience

Yes 1.07(1.02~1.13) <.001

No ref.

Eating
breakfast

≤ 4days 1.07(0.99~1.16) .037

≥ 5days ref.

Soda
intake

≥ 3days 0.93(0.86~1.01) .084

≤ 2days ref.

Fastfood
consumption

≥ 3times 0.89(0.81~0.97) <.001

≤ 2times ref.

Physical
activity

≤ 4days 0.99(0.86~1.13) .828

≥ 5days ref.

Vigorous
activity

≤ 2days 0.95(0.86~1.05) .324

≥ 3days ref.

Muscle
strengthening

≤ 2days 1.31(1.18~1.46) <.001

≥ 3days ref.

Seated 
times

≥ 12hrs 0.93(0.86~1.01) .088

≺ 12hrs ref.

Stress
perception

Yes 1.13(1.02~1.24) <.001

No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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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다 ‘하’인 경우 과체중 및 비만의 위험이 

1.47배 높았고, 거주지역이 ‘군’지역인 청소년보다 

‘대도시’지역인 경우 위험이 0.78배 낮았다. 부의 학

력이 ‘대졸 이상’인 청소년보다 ‘고졸 이하’인 경우 

1.21배 높았다(p<.001).

청소년의 인구ㆍ사회경제적 특성에 건강행위를 

추가한 모형 2는 모형 1에서 과체중 및 비만여부와 

관련성을 보였던 인구ㆍ사회경제적 변수들은 여전히 

유의한 수준 및 동일한 방향성으로 과체중 및 비만

위험과 관련이 있었다. 성별, 경제상태, 학업성적, 거

주지, 부의 학력은 청소년의 과체중 및 비만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과체중 및 비만일 위험이 1.19배 높았다(p<.001). 학

교 급별로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과체중 및 비만

일 위험이 1.04배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은 아니었다. 경제수준이 ‘상’인 청소년보다 ‘하’인 

청소년이 과체중 및 비만일 위험이 1.15배 높았으나 

‘중’인 경우에는 0.91배로 낮았다(p<.001).

학업성적이 ‘상’인 청소년보다 ‘하’인 청소년의 과

체중 및 비만위험이 1.51배 높았으며(p<.001), ‘중’

인 경우에는 1.21배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680). 거주지역은 ‘군’지역보다 ‘대도시’

지역 청소년의 과체중 및 비만일 위험이 0.79배로 

낮았고(p<.001), ‘중소도시’ 지역은 0.84배로 낮았다

(p=.211). 부모의 학력수준은 부의 학력이 ‘대졸 이

상’인 청소년보다 ‘고졸 이하’인 경우에 과체중 및 비

만일 위험이 1.24배 높았고(p<.001), 모의 학력은 

1.12배 높았다(p=.015).

건강행위 관련해서는 평생 음주경험, 패스트푸드 

섭취빈도, 근력강화운동, 스트레스 등이 청소년의 과

체중 및 비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

타났다. 음주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과체중 및 비만위

험은 없는 경우보다 1.07배 높았다(p<.001). 한편 패

스트푸드를 주 3회 이상 섭취하는 청소년은 주 2회 

이하 섭취하는 청소년보다 과체중 및 비만위험이 

0.89배로 낮았다(p<.001). 신체활동은 근력강화운동

을 주 3일 이상 실시하는 청소년보다 주 2일 이하 실

시하는 청소년의 과체중 및 비만위험이 1.31배 높았

다(p<.001). 학습목적 또는 학습목적 이외 인터넷, 

TV시청 등으로 앉아 지내는 시간은 과체중 및 비만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p=.088). 스트레스

를 느끼는 청소년은 스트레스가 없는 청소년보다 과

체중 및 비만일 위험이 1.13배 높았다(p<.001).

Ⅳ. 논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강행위와 과체중 

및 비만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과체중 및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건

강행위에 따른 과체중 및 비만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평생 흡연경험, 평생 음주경험, 아침식사빈도, 

패스트푸드 섭취빈도, 하루 60분 이상 적당한 신체

활동, 고강도 신체활동, 근육강화운동 등의 건강행위 

변수들이 청소년의 과체중 및 비만과 통계적으로 유

의한 관련성이 있었다(p<.001).

청소년의 과체중 및 비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인구ㆍ사회경제적 변수 중 성별, 경제상

태, 학업성적, 거주지, 부의 학력 등이었고, 건강행위 

변수로는 평생 음주경험, 패스트푸드 섭취빈도, 근력

강화운동, 스트레스 여부 등이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과체중 및 비만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1.19배 높았는데 이는 다른 연구결과와 일

치하였다(구혜자, 2019; 정명희 등, 2016; 지영주와 

김영해, 2013). 이러한 현상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녹황색 채소나 우유를 많이 섭취하고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며, 식습관 태도나 식

습관 점수가 높으며, 체중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 

식이조절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과 관련이 있다(박혜

숙 등, 2000). 그리고 여학생은 신체상에 대한 자각

이 남학생보다 크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청소년 비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비만 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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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고려한 체중관리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학교 급별로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과체중 

및 비만위험이 다소 높았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고등

학생 비만율이 중학생보다 높다는 유의한 결과(구혜

자, 2019; 김민지 등, 2015; 조정민, 2014)와는 차이

를 보였다. 이는 청소년 비만의 판정기준이 달라서 

나타난 결과로 여겨진다.

가정의 경제수준이 ‘상’인 청소년보다 ‘하’인 경

우가 과체중 및 비만의 위험도가 유의하게 높았고 

‘중’인 경우는 낮았다. 청소년 비만에 관한 많은 연

구에서 사회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비만도에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구혜자, 2019; 지영주와 김영

해, 2013). 장진영 등(2018)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자녀의 비만과 과체중에 모

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resa et al. 

(2019)은 사회경제적으로 지위가 낮은 가정의 아동

은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섭취하고, 과체중을 유

발하는 위험요소에 더 많이 노출된다고 하였다. 

Wang & Lim(2012)은 경제수준이 낮은 집단은 부

부가 같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자녀 

양육시 인스턴트 식품이나 고열량을 낼 수 있는 음

식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와 무관하지 않다

고 할 수 있다. 

학업성적이 상위에 있는 청소년보다 하위에 있는 

청소년의 과체중 및 비만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중

위 역시 높았지만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는 고등학생

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양혜경과 김진경, 2014)에서 

비만이 학업성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Sabia(2007) 역시 미국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비만은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비만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에서 Taras & Potts-Datema(2005)는 비만과 학업

성취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비만 자체가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도 있지만, 타고난 개인

의 특성이나 관심에 따라 비만이 발생하고 같은 요

인이 성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거주지역에 따른 과체중 및 비만위험은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순으로 높았으며 특히 대도시 지

역이 유의하였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비만도는 군지

역에서 가장 높고 대도시에서 가장 낮다는 연구(구

혜자, 2019)와도 일치하였지만, 2013년 청소년행태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만위험은 농촌 청소년에

서 높고, 과체중 위험은 대도시 지역에서 높다는 이

재연 등(2019)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조

사시점과 비만 판정기준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로 사

료된다.

부의 학력이 고졸 이하인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과체중 및 비만일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

으며, 모의 학력에서도 높았지만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는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자녀의 비만위험 가능

성이 크다는 연구(한영실과 주나미, 2005) 결과와 도

시지역에서 부의 학력이 낮은 경우가 청소년의 과체

중 및 비만에 영향을 미친 연구(이재연 등, 2019) 결

과와 일치하였다. 한편 부의 학력보다는 특히 모의 

학력이 청소년 비만에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연구들

도 많이 있다(정명희 등, 2016; Hanson & Chen, 

2007). 한영실과 주나미(2005)는 모의 학력이 높아

질수록 식생활에 대한 관심도가 커서 하루 세끼를 

거르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라 하였다. 

또한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돌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지영주와 김영해, 2013).

흡연은 평생 흡연경험이 없는 청소년보다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과체중 및 비만위험이 낮았지만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는 임여진 등(2017)의 

연구에서 흡연하는 청소년의 경우 정상체중군보다 

과체중군의 비만도가 0.85배, 비만군에서 0.82배인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권정대 등(2010)이 여학

생의 과거 및 현재 흡연군에서 비정상 체중의 위험

이 높게 나온 것과는 차이를 보였다. 청소년의 흡연

과 비만과의 관련성이 명확히 보고된 것이 없으며, 

비만은 여러 생활습관과 관련되어 있어 흡연과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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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스트레스, 식이 등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권정대 등, 2010).

음주는 흡연과는 달리 평생 음주경험이 없는 청소

년보다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과체중 및 비만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음주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과

체중 또는 비만도가 높다는 다른 연구(박민희와 송혜

영, 2019; 이재연 등, 2019) 결과와 일치하였다. 음

주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식욕을 자극하여 음식섭

취가 늘어나며, 지방조직 등의 기관에서 지방 산화를 

방해하여 체내 지방의 축적을 증가시킨다(오상우, 

2009).

아침식사를 5일 이상 하는 청소년보다 아침식사

를 그 이하로 하는 청소년의 과체중 및 비만위험이 

1.07배 높았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는 구혜자

(201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청소년의 정상

체중군보다 비만군에서 아침식사를 거르는 율이 

1.09배 높았으나 유의하지 않은 연구(임여진 등, 

2017) 결과를 지지하였다. 하루 종일 많은 활동을 해

야 하는 청소년에게 아침식사는 매우 중요하다. 청소

년의 아침식사 결식은 학업성적에도 부의 영향을 미

치게 된다(Lars, 2007). 그리고 아침을 결식하는 청

소년들은 가당음료의 섭취 가능성이 높아 비만으로 

이어지게 된다(김아영 등, 2018). 김혜경과 김진희

(2011)는 아침식사를 결식하면 다음 식사에서 과도

한 열량을 섭취하게 되어, 피하지방 축적으로 비만을 

유발할 위험이 높다고 경고하였다. 따라서 아침식사

를 포함하여 하루 세끼 규칙적인 식사를 하도록 가

정 및 학교에서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 

탄산음료와 패스트푸드를 많이 섭취하면 청소년

의 과체중 및 비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

였지만 연구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탄산음료를 많이 

섭취하는 청소년이 과체중 및 비만위험이 오히려 낮

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구혜자

(201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임여진 등

(2017)의 연구에서 정상체중군의 청소년보다 비만

군에서 탄산음료 섭취율이 0.92배(p=.728)인 것과 

유사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비만군의 경우 체중조절

을 위한 식이요법으로 탄산음료 섭취를 자제하기 때

문이라 사료된다. 패스트푸드를 주 3회 미만 섭취하

는 청소년보다 그 이상 섭취하는 청소년의 과체중 

및 비만위험이 0.89배로 유의하게 낮았다.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섭취할 때 청소년 비만의 가장 

큰 영향 요인이었다는 조정민(2014)의 연구결과와

는 차이를 보였지만, 구혜자(2019)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였다. 임여진 등(2017)의 연구에서 주 3회 이

상 패스트푸드를 섭취하는 비율이 정상체중군보다 

과체중군에서 0.97배, 비만군에서 0.79배 유의하게 

낮은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패스트푸드 섭취

와 신체활동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

석을 시행한 결과 패스트푸드를 주 3회 이상 섭취하

는 청소년들이 주 2회 이하 섭취하는 청소년들보다 

적당한 신체활동, 고강도 신체활동, 근력강화운동을 

실천하는 비율이 각각 1.9%, 3.3%, 2.9% 높았다. 이

러한 결과로 볼 때 패스트푸드를 많이 섭취하는 청

소년들이 신체활동 또한 많이 하기 때문이라 여겨진

다. 향후 이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좀 더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적당한 신체활동, 고강도 신체활동, 근력강화운동 

등의 신체활동과 청소년의 과체중 및 비만과의 관계

에서는 근력강화운동 만이 과체중 및 비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숨이 찰 정도의 적당한 

신체활동을 주 5회 이상하거나 몸에 땀이 날 정도의 

고강도 신체활동을 주 3회 이상 실시하는 청소년의 

과체중 및 비만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하

지는 않았다. 적당한 신체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그렇

지 않은 학생들보다 비만도가 높다는 연구결과와 일

치하지만, 격렬한 신체활동은 운동을 자주하는 학생

들의 비만도가 낮아 차이를 보였다(정명희 등, 

2016). 박민희와 송혜영(2019)의 연구에서는 주 3회 

이상 고강도 신체활동을 하는 청소년에서 비만도가 

다소 높아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역설적으로 자신이 과체중 또는 비만이라고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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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신체활동을 적게 하거나, 건강한 식생활

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Boutelle et al., 2002; Felts et al. 1996). 그리고 

근력강화운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의 과체중 및 비만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근력강화운동을 실시

하는 학생들의 비만도가 낮다는 연구(정명희 등, 

2016; 지영주와 김영해, 2013) 결과와 일치하였다. 

아령, 철봉,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와 같은 근육

강화운동은 다른 신체활동에 비해 청소년들이 손쉽

게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우리나라 청소년은 입시위주의 학교생활과 TV시

청, 인터넷 강의 및 게임, 모바일 사용 등으로 좌식생

활이 늘어나면서 비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

였다. 따라서 학습목적 또는 학습목적 이외로 앉아있

는 시간이 과체중 및 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이재연 등

(2019)의 연구에서 도시와 농촌 청소년의 앉아 지내

는 시간이 정상체중군보다 과체중 이상군에서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일부 

연구(박민희와 송혜영, 2019; 정명희 등, 2016)에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사용시간이 길수록 청소년의 

비만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의 좌식생활

이 늘어나면 신체활동이 줄어 열량소모가 낮아져 비

만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스트레스를 느끼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

보다 과체중 및 비만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비만율이 스트레스가 없는 군보

다 스트레스가 있는 군에서 높다는 연구(구혜자, 

2019) 결과를 지지하였다. 또한 정상체중의 청소년

보다 비만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다는 연

구(김관옥 등, 2014; 지영주와 김영해, 2013)와도 유

사한 결과이었다. 청소년의 스트레스 증가는 폭식으

로 이어져 비만에 영향을 주게 되고(임여진 등, 

2017),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가당음료의 섭취가능성이 높았다. 가당음료는 영양

학적 가치가 낮은 반면 칼로리가 높아 비만을 유발

하게 된다(김아영 등, 2018).

이상으로 청소년의 건강행위와 과체중 및 비만과

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는 고려

해야 할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청소년건강행

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단면연구이므로 인구ㆍ사회경

제적 특성 및 건강행위와 체중상태 간의 시간적 선

후관계나 인과성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다. 둘째,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는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므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포함하지 못하였다. 셋째, 청소년건강형

태조사는 대상자의 신장과 체중을 실측한 것이 아니

고 청소년들이 자가보고한 신장과 체중을 사용하여 

체중상태를 분류하였다. 자가보고한 신장과 체중은 

실제 값보다 저평가되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체중

을 실제 측정한 값으로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청소년의 과체중 및 비만은 섭취하는 영양수준에 따

라 영향을 받게 되므로 에너지 섭취량이나 지방 섭

취량 등과 같은 세밀한 영양섭취 상태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는 패스트푸드나 

탄산음료 등과 같은 음식의 섭취빈도 만을 조사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영양 섭취상태가 충분히 고려되

지 못한 면이 있다. 그리고 신체활동에 있어서도 청

소년들이 적당한 신체활동, 고강도의 신체활동, 근력

강화운동을 시간을 정해 높고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다면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 운동빈도나 강도가 달라

질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최근 개정한 소아

청소년 성장도표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체중상태를 

분류함으로서 시의성이 있으며, 우리나라 청소년을 

전국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최근의 국가 자료를 이

용하여 건강행위와 과체중 및 비만과의 관련성을 파

악하고, 과체중을 포함하여 비만에 미치는 영향 요인

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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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제15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이용하

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강행위와 과체중 및 비만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건강행위가 과체중 및 비만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ㆍ사회경제적 특성 중 성

별, 가정의 경제상태, 부의 학력이 청소년의 과체중 

및 비만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건강행위 관련하여 

평생 음주경험, 패스트푸드 섭취, 근육강화운동, 스

트레스 인지 등이 과체중 및 비만의 위험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한편 학업성적이 ‘상’

인 청소년보다 ‘하’인 청소년이, ‘군’지역의 청소년보

다 ‘대도시’지역 청소년의 과체중 및 비만 위험도가 

유의하게 관련성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비만과 관련된 일부 영역의 

변수들 만을 사용하였지만 앞으로는 보다 체계적인 

연구설계를 통하여 청소년 비만과 관련된 다양한 변

인들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 비만은 성인기의 비만으로 이어지기 때문

에 특히 청소년 시기에서의 비만 예방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가변

적인 특성을 지닌 식생활, 신체활동, 스트레스 관리 

등의 청소년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할 것

이다. 아울러 학교보건정책으로 아침식사 결식을 하

는 청소년들에 대한 학교급식서비스 및 영양교육, 

신체활동을 높이기 위한 체육시간의 확보 및 시행,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상담 및 교육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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