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oi:10.4082/kjfm.2010.31.7.547Korean J Fam Med. 2010;31:547-554 

Vol. 31, No. 7 July 2010  |  547가정의학회지

한국 청소년의 복부비만과 관련된 생활습관
Original 
Article

정원진, 조영규*, 강재헌, 박현아, 김경우, 강주호, 김누리, 김혜진 ,김옥현1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교실, 1인제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Lifestyle Habits Related to Abdominal Obesity in Korean Adolescents
Won-Chin Chung, Young-Gyu Cho*, Jae-Heon Kang, Hyun-Ah Park, Kyoung-Woo Kim, Joo-Ho Kang, Nu-Ri Kim, 

Hye-Jin Kim, Ok-Hyun Kim1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Seoul Paik Hospital, Inj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1Institute of Clinical Nutrition, Inje 
University, Seoul, Korea

Background: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 abdominal obesity can cause various metabolic abnormalities not only in adults 
but also in adolescent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lifestyle habits related to abdominal obesity in Korean 
adolescents.  

Methods: This study is a cross-sectional study on 561 adolescents (305 boys and 256 girls) aged 12-18 years from 
the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05. The abdominal obesity was defined as waist 
circumference at or above the 90th percentile for each age and gender based on the 2007 growth chart for Korean 
children. The frequency of physical activity, screen time, and the intake amount of energy and macronutrients were 
investigated as lifestyle habits.

Results: The prevalence of abdominal obesity in Korean adolescents aged 12-18 years was 9.1% (Boys, 9.4%; Girls, 8.7%). 
The mean of daily screen time was 4.3 ± 0.1 hours (Boys, 4.4 ± 0.2 hours; Girls, 4.2 ± 0.2 hours). The subjects with daily 
screen time ≥ 5 hours had a 3.0 times increased risk of abdominal obesity compared to subjects with daily screen time 
< 3 hours (P-value = 0.004). The adjusted odds ratio of fat intake ≥ 35% of energy was 2.57 (95% confidence interval, 1.16 
to 5.68; P-value = 0.020) with fat intake < 25% of energy as reference. The relationship between long screen time and 
abdominal obesity was observed in girls and high fat intake was related to abdominal obesity in boys.

Conclusion: This study shows that abdominal obesity in Korean adolescents is associated to long screen time and high fat 
in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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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상태이며,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비만 인구의 증가

는 성인기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소아 청소년의 비만 인구 또

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1) 우리나라의 소아 청소년의 비만 

유병률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Oh 등2)은 우리나라 소아 청소

년의 비만 유병률이 1997년 5.8% (남아, 6.1%; 여아, 5.5%)에서 

2005년 9.7% (남아, 11.3%; 여아, 8.0%)로 1.7배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소아 청소년 비만의 증가는 고지방식, 고

칼로리식과 같은 식습관의 변화 및 좌식 생활 증가, 신체활동

량 감소 등과 같은 신체활동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

각된다.3-5) 

비만으로 인한 대사 장애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서론

비만은 체지방의 증가로 인해 대사 장애의 위험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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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지방량의 증가와 함께 체지방의 분포를 함께 고려해야 한

다.6) 허리둘레는 체지방 분포에 따른 대사 장애의 위험을 평

가하기 위한 간단한 검사방법으로 추천되고 있다.7,8) 성인에

서 뿐만 아니라 소아 청소년들에서도 허리둘레가 증가함에 

따라 대사 질환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고되었다.9,10) 그리고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IDF)에서 주요 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소아 청소년 대사증후군의 진단기준을 발표하였는

데, 소아 청소년에서의 복부비만을 대사증후군 진단의 필수

인자로 포함시켰다.11) 이처럼 소아 청소년기에도 복부비만이 

대사 장애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

고, 우리나라의 소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복부비만의 원인 및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 결과는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 이는 일

부 소아 청소년의 복부비만을 진단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진단 

도구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2007년에 대한소아과학회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우리나라 소아 청소년의 표준화된 성별, 

연령별 허리둘레 백분위수를 발표하여,12) 표준화된 도구를 이

용하여 우리나라 소아 청소년의 복부비만을 진단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저자들은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청소

년을 대상으로 2007 한국 소아 청소년 성장도표를 이용하여 

복부비만을 진단하고, 복부비만과 관련 있는 신체활동 및 식

습관 등의 청소년의 생활 습관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

며,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조사방법은 이전에 다른 논

문13)에 자세하게 소개되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건강면접

조사, 보건의식행태조사, 검진조사 및 영양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의식행태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 만 12-18세 

청소년, 만 11세 이하 아동으로 구분하여 다르게 구성된 조사

표를 이용하여 조사되었다. 보건의식행태조사에 참여한 만 

12-18세 청소년 1,033명 중,  허리둘레 측정과 식품섭취조사

를 함께 시행한 청소년은 571명이었으며, 검진조사 시에 금식

을 유지하지 않은 10명을 제외하여, 최종 연구대상자는 총 561

명이었다. 

2. 측정 방법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비만과 복부비만은 2007년 소아 청

소년 표준 성장도표12)를 이용하여 진단하였다. 비만은 성별 

연령별 체질량지수 95백분위수 이상 또는 체질량지수 25 kg/

m2 이상으로, 과체중은 성별 연령별 체질량지수 85백분위수 

이상에서 95백분위수 미만을 과체중으로 진단하였다. 복부

비만은 성별 연령별 허리둘레 90백분위수 이상으로 정의하였

다.9)  

신체활동은 격렬한 신체활동과 중등도 신체활동으로 나

누어 조사하였으며, 지난 일주일동안 각 신체활동을 시행한 

일수를 물어보았다. 격렬한 신체활동은 적어도 10분 이상 지

속되는 숨이 많이 가쁘고 심장박동이 많이 증가하는 신체활

동으로, 중등도 신체활동은 적어도 10분 이상 지속되는 평소

보다 숨, 심장박동이 조금 증가하는 신체활동으로 정의하였

다.14) 비활동적인 생활습관으로는 1) TV 시청시간과 2) 컴퓨

터 게임, 비디오 게임, 인터넷 이용시간에 대해서 주중 이용시

간과 주말 이용시간을 별도로 물어 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TV 시청시간과 컴퓨터 게임, 비디오 게임, 인터넷 이용시간을 

더하여 screen time15)으로 정의하였으며, 주중 이용시간과 주

말 이용시간을 가중치를 두고 합산하여 분석하였다[(주중 이

용시간×5+주말 이용시간×2)/7].  

식품섭취조사는 전날 1일간 식품섭취량을 24시간 회상

법을 통해 조사하였다. 각 영양소와 에너지의 섭취량은 농촌

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에서 발간한 식품성분표(제6개정판, 

2001)와 국민건강영양조사 시에 구축된 가공식품 데이터베

이스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섭취한 에너지의 단백질, 지

방, 탄수화물 구성비를 계산하였다. 

3. 통계 분석
모든 분석은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표본설계를 고려

하여, 1차 추출단위, 층화변수, 가중치를 지정한 후 시행하였

으며, 가중치 변수로는 보건의식행태조사와 영양조사, 검진

조사 가중치(wt_bne)를 사용하였다. 자료는 백분율이나 평균

±표준오차로 나타내었다. Rao-Sco� 카이제곱 검정과 다중 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생활습관과 복부비만의 관

련성을 확인하였다.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시행시 지방 에

너지 섭취 비율과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 비율은 강한 음의 상

관성이 있어서, 다중공선성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모형을 만

들어 분석하였다. 모든 자료의 통계 처리는 PASW statistics 18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시행하였으며, P-value

가 0.05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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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본 연구에 최종적으로 포함된 청소년의 성별 분포는 남아 

52.9%, 여아 47.1%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14.5±0.1세이었다. 대

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신체 계측 결과는 Table 1에 제

시되었다. 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은 12.8%이었으며, 여아에 비

해 남아에서 비만 유병률이 더 높았다(남아, 16.0%; 여아, 9.1%; 

P-value=0.012). 복부비만은 대상자의 9.1% (남아, 9.4%; 여아, 

8.7%; P-value=0.774)에서 진단되었으며, 남녀 간에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

2. 신체활동 습관과 식품섭취조사 결과
중등도 신체활동을 1주일에 4일 이상 한 청소년은 8.9% 

(남아, 11.0%; 여아, 6.5%; P-value=0.169)이었으며, 격렬한 신

체활동을 1주일에 4일 이상 한 청소년은 19.2% (남아, 26.3%; 

여아, 11.1%; P-value<0.001)이었다. 청소년의 하루 평균 screen 

time은 4.3±0.1시간(남아, 4.4±0.2시간; 여아, 4.2±0.2시간;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Variables

Total 

(unweighted 

N = 561)

Boys 

(unweighted 

N = 305)

Girls 

(unweighted 

N = 256)

Age (y)   14.5 ± 0.1   14.5 ± 0.1   14.5 ± 0.1

Height (cm)† 163.3 ± 0.4 167.2 ± 0.6 159.0 ± 0.4

Weight (kg)†   56.5 ± 0.6   59.9 ± 0.9   52.7 ± 0.7

BMI (kg/m2)   21.0 ± 0.2   21.2 ± 0.3   20.8 ± 0.2

WC (cm)†   70.5 ± 0.5   73.0 ± 0.7   67.8 ± 0.5

Age group (y)

    12-14  54.4  56.1  52.5 

    15-18  45.6  43.9  47.5 

Weight status†

    Normal weight  80.6  79.7  81.5 

    Overweight    6.6    4.2   9.3 

    Obesity  12.8  16.0   9.1 

Abdominal obesity  

    No  90.9  90.6  91.3 

    Yes    9.1    9.4    8.7 

Birth weight (kg)

    < 3.0  21.7  18.9  24.9 

    3.0-3.5  47.3  45.9  48.9 

    ≥ 3.5  31.0  35.2  26.2 

Residential district

    Large city  47.4  48.2  46.6 

    Middle city  37.3  34.2  36.4 

    Rural area  15.2  13.6  17.0 

Total household income (million KRW)

    < 2  33.5  30.9  36.5 

    2-3  25.0  25.5  24.4 

    ≥ 3  41.5  43.7  39.1 

BMI: body mass index, WC: waist circumference, KRW: Korean 

Won. 

*Values are presented as % or mean ± SE. †P-value < 0.05 by Rao-

Scott chi-square test or T-test (Boys vs. Girls).

Table 2. Lifestyle habits of study subjects.* 

Variables

Total 

(unweighted 

N = 561)

Boys 

(unweighted 

N = 305)

Girls 

(unweighted 

N = 256)

Moderate PA (d/w)

   0   62.4  60.3  64.8

   1-3   28.7  28.7  28.7

   ≥ 4     8.9  11.0    6.5

Vigorous PA† (d/w)

   0   39.1  28.5  50.9

   1-3   41.8  45.1  38.0

   ≥ 4   19.2  26.3  11.1

Screen time (h/d)     4.3 ± 0.1    4.4 ± 0.2    4.2 ± 0.2

Energy intake

  (100 kcal/d)†

 22.1 ± 0.4  24.0 ± 0.5  20.0 ± 0.5

Absolute intake amount (g/d)

   Protein†    80.3 ± 1.8   86.6 ± 2.3   73.3 ± 2.4

   Fat†    59.5 ± 1.7   63.5 ± 2.3   55.1 ± 2.1

   Carbohydrate† 329.5 ± 6.0 360.3 ± 7.8 294.8 ± 7.9

Proportion of energy intake (%)

   Protein  14.8 ± 0.2  14.8 ± 0.2  14.9 ± 0.4

   Fat  23.8 ± 0.4  23.4 ± 0.5  24.2 ± 0.7

   Carbohydrate  61.4 ± 0.5  61.8 ± 0.6  60.9 ± 0.7 

PA: physical activity.

*Values are presented as % or mean ± SE. †P-value < 0.05 by Rao-

Scott chi-square test or T-test (Boys vs.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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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alue=0.385)이었다(Table 2). 

하루 평균 에너지 섭취량은 2,210±41 kcal (남아, 2,401±

54 kcal; 여아, 1,995±46 kcal)였으며,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의 

에너지 구성비는 각각 14.8±0.2%, 23.8±0.4%, 61.4±0.5%이었

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섭취량을 비롯한 에너지 섭취량

은 남아가 여아에 비해 많았으나(단백질, P-value<0.001; 지방, 

P-value=0.002; 탄수화물, P-value<0.001; 에너지, P-value<0.001), 

섭취한 에너지의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의 구성비의 성별 간

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Table 2). 

Table 3. Prevalence of abdominal obesity according to age and lifestyle habits. 

Total (unweighted N = 561) Boys (unweighted N = 305)  Girls (unweighted N = 256)

% P-value* % P-value* % P-value*

Age group (y) 0.895 0.979 0.830

  12-14    8.9    9.5    8.3 

  15-18    9.2    9.4    9.1 

Moderate physical activity (d/wk) 0.983 0.647 0.495

  0    9.1 10.3    7.8 

  1-3    9.3    7.2 11.7 

  ≥ 4    8.8 11.0    4.4 

Vigorous physical activity (d/wk) 0.583 0.810 0.547

  0     7.8     7.8    7.7 

  1-3     9.3 10.1    8.2 

  ≥ 4  11.2 10.0 14.6 

Screen time (h/d) 0.022 0.200 0.026

  ≤ 2.9    5.4    7.0    3.5 

  3.0-4.9    7.7    7.0    8.2 

  ≥ 5.0 14.2 13.3 15.5 

Energy intake (kcal) 0.717 0.200 0.480

  ≤ 1,999 10.1 10.2 10.0 

  2,000-2,499     7.6    6.8    8.8   

  ≥ 2,500     9.0 10.9    5.3 

Protein intake (%) 0.919 0.329 0.228

  ≤ 11.9    9.0 14.1    3.7 

  12.0-15.9    9.6    7.6 12.1 

  ≥ 16.0    8.4    8.7    8.1 

Fat intake (%) 0.105 0.064 0.759

  ≤ 24.9    7.8    7.8    7.8 

  25.0-34.9    9.1    9.0     9.3 

  ≥ 35.0 16.8 21.2 11.8 

Carbohydrate intake (%) 0.265 0.088 0.865

  ≤ 54.9 12.6 16.5    9.0 

  55.0-64.9    8.4     7.7    7.6 

  ≥ 65.0    9.1    7.5     9.4 

*P-value by Rao-Scott chi-square test. 



정원진 외 : 한국 청소년의 복부비만과 관련된 생활습관

Vol. 31, No. 7 July 2010  |  551가정의학회지

3. 복부비만과 관련된 생활습관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생활습관에 따른 청소년의 복부비

만 유병률의 차이를 분석하였다(Table 3). Screen time이 5시간 

이상인 청소년의 복부비만 유병률은 14.2%로 다른 청소년들

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value=0.022). 남아와 여아를 나누

어 분석한 결과, screen time에 따른 복부비만 유병률의 차이는 

남아보다 여아에서 더 현저하였다(남아, P-value=0.200; 여아, 

P-value=0.026). 다른 생활습관에 따른 복부비만 유병률의 차

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남아에서는 지방 에너지 섭취 비율 

35.0% 이상인 청소년과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 비율이 55.0% 

미만인 청소년이 각각 다른 청소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는 않았으나, 복부비만 유병률이 높은 경향이 관찰되었

다(지방, P-value=0.064; 탄수화물, P-value=0.088).

연령, 신체활동 습관, 에너지 섭취량, 단백질 에너지 섭

Table 4. Results of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on abdominal obesity.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I)

Total Boys  Girls

Age group (y)

  12-14  1.00      1.00 1.00 

  15-18  1.11 (0.63-1.96) 0.92 (0.39-2.17) 1.44 (0.62-3.35)

Moderate physical activity (d/wk)

  0  1.00      1.00 1.00 

  1-3  1.05 (0.49-2.22) 0.70 (0.25-1.94) 1.73 (0.60-4.99)

  ≥ 4  0.90 (0.30-2.66) 1.13 (0.28-4.60) 0.45 (0.05-4.21)

Vigorous physical activity (d/wk)

  0  1.00      1.00 1.00 

  1-3 1.28 (0.63-2.56) 1.47 (0.54-4.00) 1.18 (0.46-3.01)

  ≥ 4 1.52 (0.66-3.52) 1.28 (0.40-4.09)   2.54 (0.49-13.19)

Screen time (h/d)

  ≤ 2.9  1.00      1.00 1.00 

  3.0-4.9  1.50 (0.60-3.78) 0.87 (0.26-2.96) 2.31 (0.70-7.67)

  ≥ 5.0    2.98 (1.41-6.28)* 1.84 (0.67-5.04)     5.70 (1.80-16.05)*

Energy intake (kcal)

  ≤ 1,999  1.00      1.00 1.00 

  2,000-2,499  0.62 (0.26-1.51) 0.58 (0.18-1.82) 0.83 (0.21-3.21)

  ≥ 2,500  0.74 (0.37-1.51) 0.91 (0.39-2.16) 0.35 (0.11-1.10)

Protein intake (%)

  ≤ 11.9 1.00      1.00 1.00 

  12.0-15.9 1.19 (0.48-2.99) 0.52 (0.18-1.50) 5.36 (0.98-29.42)

  ≥ 16.0 0.93 (0.40-2.18) 0.54 (0.19-1.55) 2.81 (0.50-15.85)

Fat intake (%)

  ≤ 24.9 1.00      1.00 1.00 

  25.0-34.9 1.32 (0.63-2.75) 1.17 (0.47-2.86) 1.22 (0.35-4.30)

  ≥ 35.0   2.57 (1.16-5.68)*   2.97 (1.11-7.88)* 2.16 (0.50-9.40)

*P-value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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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기도 하다. 2007년에 대한소아과학회와 질병관리본부

에서 우리나라 소아 청소년의 성별, 연령별 허리둘레 백분위

수를 발표하였다.12) 이로써 우리나라 청소년의 복부비만을 진

단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가 마련되었다. 허리둘레는 내장 

비만의 간접 지표로서 청소년의 대사 질환을 선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도구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18)   

본 연구에서는 활동적인 신체활동 습관보다 비활동적인 

신체활동 습관이 복부비만과 더욱 관련이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소아 청소년을 연

구한  Crespo 등1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들은 TV 시청시

간의 증가가 특히 여아에서 비만 유병률의 증가와 관련이 있

음을 제시하였으나, 비만과 신체활동량의 관련성은 보여주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는 설문조사만으로는 신체활동량을 정확

하게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남아보다 여아

에서 screen time의 증가와 복부비만의 관련성이 큰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일부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비활동적인 여가 

활동의 종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20) 최근에는 

DDR (리듬액션 게임)이나 닌텐도 위와 같은 활동적인 비디

오 게임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Graf 등21)에 의하면 활

동적인 비디오 게임을 할 때, 남아의 에너지 소비량이 여아보

다 큰 것으로 보고하였다. 현재 설문으로는 비활동적인 screen 

time과 활동적인 screen time을 구분할 수 없다. 추후 연구에서

는 비활동적인 screen time과 활동적인 screen time을 구분할 수 

있는 설문을 이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섭취량이 아닌 지방의 에너지 섭취 

비율의 증가가 복부비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

너지 및 다량 영양소의 섭취 양상과 비만의 관련성에 대해서

는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히 단면연구를 통해 이를 밝히

는 것은 더 큰 한계가 있다.22) 이는 많은 비만한 청소년들이 체

중감량을 위해 식사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비만한 청소년들의 

식품 섭취량이 비만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적게 평가될 수 있

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지방식사가 복부비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청소년의 지

방의 에너지 섭취 비율은 약 24%로 성인(약 2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세계 각국은 햄버거, 피자와 같은 패스트푸드는 청

소년의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고지방 음식으로 생

각하여, 섭취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고지방식

은 특히 남아에서 복부비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부 비만한 사람의 섭취한 식품의 양을 과소 보고하는 

경향이 남아보다 여아에서 강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수 

있다.23-25) 최근 과당과 같은 탄수화물 섭취의 증가가 소아청소

년 비만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으나,26) 본 연구

취 비율, 지방 에너지 섭취 비율을 독립변수로 복부비만에 대

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Table 4). Screen 

time이 5시간 이상인 청소년은 screen time이 3시간 미만인 청

소년에 비해 복부비만으로 진단될 가능성이 약 3배 높았으며

(P-value=0.004), 지방의 에너지 섭취 비율이 35.0% 이상인 청

소년은 지방의 에너지 섭취 비율이 25.0% 미만인 청소년에 비

해 복부비만의 유병률이 약  2.6배 높았다(P-value=0.020). 남아

와 여아를 나누어 분석한 결과,  긴 screen time은 남아보다는 여

아에서, 고지방식은 여아보다는 남아에서 복부비만과의 관

련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로지스틱 회귀모형에서 지

방 에너지 섭취 비율 대신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 비율을 독립

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하였을 때, 탄수화물의 에너지 섭취 비

율이 55.0% 미만인 청소년이 탄수화물의 에너지 섭취비율이 

55.0-65.0%인 청소년에 비해 복부비만 유병률이 약 1.9배 높

았다(P=0.039). 남아와 여아를 나누어 분석한 결과,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과 복부비만의 관련성은 남아에서만 관찰되

었다(자료 미제시).   

고찰

본 연구는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복부비만과 관련 있는 생활습관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screen time이 긴 청소년과 고지방식을 

하는 청소년에서 복부비만으로 진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지방식과 같은 식습관의 변화 및 좌식생

활의 증가와 같은 신체활동 습관의 변화가 소아 청소년 비만

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3,5) 본 연

구에서는 긴 screen time은 여아에서, 고지방식은 남아에서 복

부비만과 더욱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에 따

라 식습관이나 신체활동 습관이 체지방의 축적이나 분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 

소아 청소년 비만의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

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16)에서 “소아비만 인구비율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

을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내장 지방이 성인 뿐만 아니

라 청소년에서도 대사 장애의 위험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

과들이 증가하고 있다.17)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의 복

부비만 유병률조차도 알려져 있지 않다. 이렇게 청소년의 복

부비만에 대한 연구가 부진한 것은 청소년의 복부비만의 중

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 때문으로 생각되며, 일부 청소년에

서 복부비만을 진단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진단도구가 없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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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탄수화물 섭취의 증가가 청소년 복부비만과 관련성은 

발견할 수 없었다. 오히려 낮은 탄수화물의 에너지 섭취 비율

이 복부비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낮은 탄

수화물의 에너지 섭취 비율은 상대적으로 지방의 에너지 섭

취 비율이 높음을 의미하므로, 이와 연관되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되어진다. 탄수화물의 전체 섭취 양이 아닌 섭취한 탄수

화물의 질이 복부비만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추후 섭

취한 탄수화물의 질을 함께 고려한 좀 더 정교한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에서 지방 함량이 높은 식사와 

비활동적인 여가시간의 증가가 복부비만과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비만을 유발하는 생활습관이 체지방의 축적과 분포

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으로 인해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시

행한 설문 조사만으로는 활동적인 screen time과 비활동적인 

screen time을 구분할 수 없으며, 비만한 청소년의 식품 섭취 양

에 대한 과소 보고하는 경향이 본 연구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본 연구가 비록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국민

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나, 단면연구가 지니는 제한

점을 가지고 있어,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 없다. 청

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사춘기 상태에 대한 고려가 필

요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호주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비만 해결을 일차 목표로 

하는 ‘건강한 체중 2008: 호주의 미래’라는 국가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27) 비만 및 비만으로 유발되는 대사질환은 우리 시대

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공중보건학적 과제 중 하나이다. 이 문제

의 해결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소아 청소년에

게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복부비만

이 긴 screen time과 높은 지방 에너지 섭취 비율과 관련이 있음

을 제시하였다. 향후 효과적인 근거 중심의 소아비만 관리 프

로그램의 실행을 위해서는 본 연구의 결과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요약

연구배경: 복부비만은 성인 뿐 아니라 청소년에서도 대사장

애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소년의 

복부비만의 원인 및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 결과는 거의 보고

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복부비만과 관련 있는 생활

습관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방법: 본 연구는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만 

12-18세 청소년 561명(남아, 305명; 여아, 256명)을 대상으로 

한 단면연구이다. 2007년 소아 청소년 표준 성장도표를 참조

하여, 성별 연령별 허리둘레 90백분위수 이상을 복부비만으

로 진단하였고, 청소년의 생활습관으로 신체활동 빈도, screen 

time, 에너지 및 다량 영양소 섭취량을 조사하였다. 

결과: 청소년의 복부비만 유병률은 9.1% (남아, 9.4%; 여아, 

8.7%)이었다. 청소년의 하루 평균 screen time은 4.3±0.1시간(남

아, 4.4±0.2시간; 여아, 4.2±0.2시간)이었으며, 단백질, 지방, 탄

수화물의 에너지 구성비는 각각 14.8±0.2%, 23.8±0.4%, 61.4±

0.5%이었다. Screen time이 5시간 이상인 청소년은 3시간 미만

인 청소년에 비해 복부비만으로 진단될 가능성이 약 3배 높았

으며(P-value=0.004), 지방의 에너지 섭취 비율이 35.0% 이상인 

청소년은 25.0% 미만인 청소년에 비해 복부비만의 유병률이 

약 2.6배 높았다(P-value=0.020). 남아와 여아를 나누어 분석한 

결과, 긴 screen time은 여아에서, 지방의 에너지 섭취 비율 증가

는 남아에서 복부비만과의 관련성이 컸다.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복부비만이 긴 screen time 및 고지

방식과 관련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향후 효과적인 근거 중심

의 소아비만 관리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해서는 본 연구의 결

과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중심단어: 청소년; 복부비만; 허리둘레; Screen Time; 생활습

관; 고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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