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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Overweight in Korean adolescents has continuously increased over the past few years and it is recognized 

as a public health problem. We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overweight in Korean 

adolescents.

Methods: The data was obtained from the 2007 Korean Youth’s Risk Behavior Web-based Study. We included adolescents 

aged 12 to 18 yearswho were ≥ 5th percentile of the BMI cut-off point based on the Korean child growth curv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overweight. 

Results: The adjusted odds ratios for overweight were 1.116 (95% confidence interval [CI],1.021 to 1.220), 1.390 (95% CI, 1.242 

to 1.555) in girls having middle and low grade family affluence scale (FAS), respectively, compared in girls having high 

grade FAS (P < 0.05). However, in boys,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FAS and overweight. In both gender, 

perceived household economic status and parental education level were negatively related to overweight in adolescents (P 

< 0.05).

Conclusion: Lower socioeconomic status increased the risk of overweight in Korean adolescents. Efforts to reduce 

socioeconomic disparities in adolescents should be initiated for overweight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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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오늘날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체중의 증가는 신체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정신적, 신체

적으로 성장기에 속하는 청소년의 비만율이 한국에서 최근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되어1) 청소년 과체중이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

기의 과체중은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심혈관 질환, 당뇨,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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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필요한 85백분위수 이상을 모두 과체중으로 표현하여 

사회경제적 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간 국내에서도 청소년 과체중과 사회경제학적인 요인

을 분석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지역별 소규

모 연구들로 국내 청소년을 대표할 자료를 분석한 연구가 없

는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청소년의 건강행태

를 대규모로 조사한 ‘2007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자

료를 분석하여 국내 청소년에서 사회경제적 요인과 과체중의 

관계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07년 시행된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자

료를 이용하였다.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는 2004년 국

가 만성병 감시체계 구축 계획 일환으로, 우리나라 청소년 건

강위험행태의 현황과 수준을 파악하고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

한 보건지표를 산출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 2005년부

터 시행되어 온 익명성 자기기입식 온라인조사이다.19) 

조사 대상은 전국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을 대상으로 16개 시도별 구분하여, 시/군을 대도시, 중소도시

와 군으로 분류하여 64개 시군구를 집락화 하였으며 집락별 

할당된 표본 수만큼 계통추출법으로 400개의 중학교와 400개

의 고등학교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각 학년별 1개의 표본학급

을 추출, 학교당 3개의 표본 학급으로 선정된 학급의 학생전원

을 표본학생으로 하였다. 단 장기결석, 특수아동 및 문자해독 

장애 학생은 제외되었고 응답률은 94.8%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전체 대상자 중 12세에서 

18세만을 포함하였으며, 체질량지수 5 백분위수 미만인 저체

중은 제외하여 남아가 35,805명, 여아가 31,825명이었다. 

2. 변수 측정

1) 신체측정 및 비만도 

신체 측정은 응답자가 자가 보고한 최근에 측정한 키와 몸

무게를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입력한 것을 이용하였고, 체질

량지수는 체중(kg)/신장2 (m2) 공식으로 구하였다. 2007년 소

아 청소년 표준 성장 도표16)를 이용하여 성별, 연령별 체질량

지수에 따른 백분위수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체질량

지수가 5백분위수 이상에서 85백분위수 미만을 정상으로, 85

백분위수 이상인 경우를 과체중으로 분류하였다.

혈증, 요통, 지방간 등의 원인임과 동시에2,3) 열등감, 우울증, 식

이 장애 등과 같은 정신 사회적 질환을 야기시킬 수 있음이 밝

혀졌다.4) 더구나 청소년 과체중의 대부분이 성인 비만으로 이

어져 사망률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며5) 성인에서 시작된 비만

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만성질환을 

발생시켜 그 문제가 심각하다.6) 따라서 청소년기 과체중의 원

인을 고려하여 조기에 예방하는 것은 청소년기의 건강뿐만 

아니라 성인의 건강관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기의 과체중의 원인은 개인의 생활 습관 차이뿐 아

니라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관련되

어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각각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7,8) 

사회 경제적 수준은 운동량, 저지방 식이 섭취, 흡연율 등의 건

강 행동과 연관이 있으며 이로 인해 과체중 등의 건강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9) 사회경제적 요인과 과체중과의 관계를 본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 서구 선진국 성인 여성에서

는 사회 계층이 낮을수록 과체중의 유병률이 증가하는데 반

해 남성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10) 

국내의 199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 남

성에서는 수입이 높은 사람에서 과체중의 위험이 증가하나, 

교육 정도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여성에서는 교육수준

이 높을수록 과체중의 위험이 감소하였으나, 수입과는 연관

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결과를 보였다.11) 

성인 뿐 아니라 청소년에서도 과체중과 사회경제적 요인

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보고 되고 있는데, 외국의 한 연구

에서 청소년 과체중이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유의하게 

높아진다고 하였다.12) 국내 인천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경제적 수준이 높아질수록 비만이 증가하는 경향

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국가의 경제수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13) 최근 건강불평등이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14) 성인의 건강불평등은 생애에 걸친 

위험요인의 불평등에 의해 일어나는 바,15) 청소년기의 과체중

을 포함한 위험요인의 불평등이 성인 건강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청소년기 사회경제적 요인과 과체중의 관계를 살펴

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에서 비만 및 과체중에 대한 정의는 2007

년 소아 청소년 표준 성장 도표16)를 이용하여 성별, 연령별 체

질량지수에 따라, 95백분위수 이상을 비만으로, 85-95백분위

수 사이를 과체중으로 분류하고 있다.17) 미국에서는 95백분위

수 이상을 overweight, 85-95 백분위수를 at risk for overweight 

라고 표현하는데 비만이란 용어가 소아 및 청소년에서 낙인 

찍을 위해를 고려하기 때문이다.18) 일차의료에서 위험군의 관

리는 예방 차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예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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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경제적 지표

연구 대상자의 사회 경제적 수준은 도시 규모, 가구 풍요

도,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경제 상태 및 부모의 교육 수준을 포

함하였다. 도시 규모는 대도시, 중소 도시, 군으로 나누었다. 가

구 풍요도(family a�uence scale)20)는 자동차 보유 대수(없음, 0; 

1대, 1; 2 이상, 2), 자기 방 소유 여부(없음, 0; 있음, 1), 지난 일

년간 주말 동안 가족여행을 한 횟수(전혀 없음, 0; 1회, 1; 2회, 

2; 3회 이상, 3), 학생 가정의 컴퓨터 보유 대수(없음, 0; 1대, 1; 2

대, 2; 3대 이상, 3)를 환산한 점수의 평균으로 상위 계층(6-7

점), 중간층(4-5점), 하위 계층(0-3점)으로 구분된다. 주관적

으로 인지한 경제상태는 설문지 대답에서 상, 중상, 중, 중하, 

하로 표시한 부분을 본 연구에서는 상, 중(중상, 중, 중하), 하

의 세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부모의 교육 수준은 9년 이하(중

학교 졸업 이하), 9년에서 12년(고등학교 졸업), 12년 이상(대

학교 졸업 이상), 잘 모름으로 분류하였다.

3) 생활 습관 

지난 일주일 동안, 숨이 약간 차는 정도의 중등도 신체활

동을 30분 이상 한 횟수에 대하여 1일 이하, 2-3일, 4일 이상으

로 구분하였다. 아침 식사 습관에 대해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 

아침 식사를 한 횟수를 2일 이하, 3-5일, 6일 이상으로 구분하

였다. 

3. 통계 분석
자료는 SPSS ver. 14.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으며, 연속형 변수는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였

다.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자료가 계통추출법으로 조

사되어 가중치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통

계분석 하였다. 대상자의 연령, 도시 규모, 가구 풍요도, 주관

적 경제 상태 인지, 부모 교육 수준, 중등도 신체 활동 횟수(일/

주), 아침식사 횟수(일/주) 별로 남녀의 과체중의 비율 차이는 

카이제곱검정을 이용하였다. 과체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

제적 요인들간의 독립적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단변수 분

석에서 유의하게 나왔던 연령, 신체활동량 및 스트레스 상태

를 보정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경향 분

석은 선형 대 선형 결합법을 이용하였고, 유의수준은 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Boys 

(N = 35,805)

Girls 

(N = 31,825)

Age (y) 15.0 ± 1.8 15.0 ± 1.7

Body mass index (kg/m2) 21.3 ± 3.2 20.5 ± 2.5

City scale 

Big city 18,477 (51.6) 16,570 (52.1)

Middle-small city 12,262 (34.2) 10,971 (34.5)

Town   5,066 (14.1)   4,284 (13.5)

Family Affluence Scale (score)*

High (6-7)   7,640 (21.3)    6,437 (20.2)

Middle (4-5) 23,100 (64.5) 20,497 (64.4)

Low (0-3)   5,065 (14.1)   4,891 (15.4)

Perceived household economic status

High 10,623 (29.7)    7,873 (24.7)

Middle 16,562 (46.3) 15,757 (49.5)

Low   8,620 (24.1)   8,195 (25.8)

Father's education (y)

> 12 12,316 (34.4) 11,464 (36.0)

9-12 13,242 (37.0) 13,045 (41.0)

≤ 9   2,681 (7.5)    2,452 (7.7)

Don’t know   4,789 (13.4)    3,058 (8.6)

Mother's education (y)

> 12    8,357 (23.3)   7,332 (23.0)

9-12 16,634 (46.5) 17,098 (53.7)

≤ 9   2,935 (8.2)   2,927 (9.2)

Don’t know   5,341 (14.9)   3,001 (9.4)

Frequency of having breakfast (day/wk) 

≤ 2    9,141 (25.5)   9,015 (28.3)

3-5    6,658 (18.6)   6,988 (22.0)

6-7 20,006 (55.9) 15,822 (49.7)

Moderate physical activity (day/wk) 

≤ 1 16,597 (46.4) 20,927 (65.8)

2-3 12,178 (34.0)   8,281 (26.0)

≥ 4   7,030 (19.6)   2,617 (8.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D, or number (%).

*Summary score that calculated: owning a car, a computer, sharing 

a bedroom and traveling while a hol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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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1. 연구대상자의 기본적 특성
남아와 여아의 평균 연령은 각각 15±1.8, 15±1.7세이며, 체

질량지수는 21.3±3.2 kg/m2, 20.5±2.5kg/m2이었다. 거주하는 도

시는 대도시의 경우가 남녀 각각 51.6%, 52.1%이었고, 가구 풍

요도는 중산층의 경우가 64.5%, 64.4%이었다. 남 · 녀 각각 중등

도 신체 활동량이 1주일간 1일 이하인 경우가 46.4%, 65.8% 이

었고, 아침식사 횟수는 1주일에 6-7회가 55.9%, 49.7%이었다

(Table 1).

2. 사회경제적 요인 및 생활 습관에 따른 과체중 

유병률 
남녀 모두에서 거주하는 도시규모에 따른 과체중의 유병

률에는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가구 풍요도의 경우 남

아에서는 과체중의 유병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관찰

할 수 없었지만, 여아의 경우 가구 풍요도가 낮을수록 과체중

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남녀에

서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경제상태가 낮을수록 과체중의 유병

률이 증가되었다. 그리고 남녀 모두에서 부모의 교육 정도가 

낮을수록 과체중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Table 2. Prevalence of overweight according to socioeconomic status and lifestyle factors in boys and girls.

Variables
Boys Girls

% P-value* % P-value*

City scale Big city 15.5   0.243  12.1   0.400

Middle-small city 14.8  12.6

Town 15.0  12.5

Family Affluence Scale (score) High (6-7)  14.8   0.550  11.1 < 0.001

Middle (4-5)  15.3  12.1

Low (0-3)  15.1    14.6†

Perceived household economic status High  15.0 < 0.001  10.9 < 0.001

Middle  14.5  11.7

Low    16.7†    14.9†

Father’s education (y) > 12 14.1 <  0.001 10.7 < 0.001

9-12 15.6 12.6

≤ 9   17.2‡   14.9‡

Don't know 15.4  13.4

Mother's education (y) > 12  14.5    0.005 10.9 < 0.001

9-12  15.2 12.1

≤ 9    17.3‡    14.7‡

Don't know  15.3   13.8

Frequency of having breakfast (day/wk) ≤ 2  15.5   0.402   12.6   0.151

3-5  15.0   12.2

6-7  15.5   12.6

Moderate physical activity (day/wk) ≤ 1  15.9 < 0.001   11.4 < 0.001

2-3  14.9   13.6

≥ 4    13.7†     15.8†

*P-value by the chi-squared test. †P-for trend < 0.05 calculated from linear by linear association. ‡P-for trend < 0.05 except for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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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교적 명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청소년의 경우 사회

경제적 수준에 따른 건강수준의 차이는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21) 청소년기는 자립성이 강하여 부모로부터의 사회경

제적 영향력이 감소하고, 또래 문화의 영향과 동료 집단의 역

할이 중요시 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22) 하지만 이런 자

립 성향에도 불구 하고, 청소년기는 교육이 완료되고 경제적

으로 자립할 수 있는 시기까지는 가정의 보호를 필요로 하며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시기로 사회경제적 수준의 영향을 배제

하기는 어렵다. 최근 사회 경제적 수준에 따른 청소년 건강 불

났다. 생활 습관과 과체중의 관계를 보았을 때 남녀 모두에서 

아침 식사 횟수와 과체중의 유병률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또한 남아에서는 중등도 신체적 활동 횟수가 증가할수록 

과체중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여아의 

경우는 중등도 신체적 활동 횟수가 증가할수록 과체중의 유병

률이 오히려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Table 2). 

3.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과체중 교차비 
연령과 중등도 신체적 활동을 보정하였을 때, 도시 규모

에 따른 과체중의 교차비는 남녀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관

찰할 수 없었다. 가구 풍요도에 따른 과체중의 교차비의 경

우 남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여아에서는 상위층

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과체중의 교차비가 중간층 1.116 (95% 

con�dence interval [CI], 1.021-1.220), 하위 계층 1.390 (95% CI, 

1.242-1.555)으로 증가되는 경향이 있었다(P-for trend<0.05).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경제상태가 낮을수록 남아, 여아 모두에

서 과체중의 교차비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한 아버지의 교육 정도가 12년 초과인 경우를 기준으로 9-12

년, 9년일 때 과체중의 교차비가 남아에서 각각 1.118 (95% CI, 

1.043-1.198), 1.231 (1.099-1.378)로 유의하게 증가되는 경향

을 보이며(P-for trend<0.05), 여아에서도 각각 1.202 (95% CI, 

1.111-1.301), 1.466 (95% CI, 1.292-1.665)로 유의하게 증가되

는 경향을 보였다(P-for trend < 0.05). 또한 어머니의 교육 정

도가 12년 초과인 경우를 기준으로 9-12년, 9년일 때 과체중

의 교차비가 남아에서 각각 1.041 (95% CI, 0.966-1.122), 1.175 

(95% CI, 1.049-1.318)로 유의하게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며

(P-for trend < 0.05), 여아에서도 각각 1.143 (95% CI, 1.047-

1.247), 1.433 (95% CI, 1.261-1.628)로 유의하게 증가되는 경향

을 보였다(P-for trend < 0.05) (Table 3).

고찰

본 연구는 2007년 시행된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자

료를 분석하여 청소년의 과체중과 사회 경제적 요인과의 관계

를 살펴 본 연구이다. 여아에서 가구 풍요도 및 주관적으로 인

지하는 경제상태, 그리고 부모의 교육 정도가 낮을수록 과체

중의 위험이 높아졌으며, 남아의 경우는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경제상태와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과체중의 위험은 증

가되었으나, 여아의 경우와 달리 가구 풍요도와 과체중의 위

험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성인에서는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건강수준의 불평등

Table 3. Adjusted odds ratio for overweight according to socio-

econo mic status in boys and girls.

Variables
Boys

OR* (95% CI)

Girls

OR* (95% CI)

City scale

Big city 1.000 1.000

Middle-small city 0.947 (0.890-1.011) 1.043 (0.970-1.123)

Town 0.961 (0.881-1.049) 1.030 (0.930-1.141)

Family affluence scale (score) 

High (6-7) 1.000 1.000

Middle (4-5) 1.013 (0.942-1.091) 1.116 (1.021-1.220)

Low (0-3) 0.984 (0.890-1.088) 1.390 (1.242-1.555)†

Perceived household economic status

High 1.000 1.000

Middle 0.941 (0.878-1.009) 1.103 (1.011-1.203)

Low 1.075 (0.993-1.164)† 1.420 (1.291-1.562)†

Father's education (y)

> 12 1.000 1.000

9-12 1.118 (1.043-1.198) 1.202 (1.111-1.301)

≤ 9 1.231 (1.099-1.378)‡ 1.466 (1.292-1.665)‡

Don't know 1.141 (1.037-1.255) 1.276 (1.130-1.441)

Mother's education (y)

> 12 1.000 1.000

9-12 1.041 (0.966-1.122) 1.143 (1.047-1.247)

≤ 9 1.175 (1.049-1.318)‡ 1.433 (1.261-1.628)‡

Don't know 1.087 (0.986-1.199) 1.300 (1.143-1.478)

*Odds ratio (OR) and 95% confidence interval (CI) was estimated 

with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djusting for age, 

physical activity, and stress status. †P-for trend < 0.05 calculated 

from linear by linear association. ‡P-for trend < 0.05 except for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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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질수록 체중 상태와 이미지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여성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29) 성

인 뿐 아니라 청소년에서도 미디어 등의 영향으로 체중 상태

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고, 본 연구에서도 남아 보다는 여아

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어 일부 연구 결과와30) 유사한 

경향을 보여준다. 

온라인조사에서 얻을 수 있었던 생활습관 변수와 과체중

과의 관계를 보면 아침식사 횟수가 감소할수록 과체중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의 연구와는31) 다르게 아침식사 횟수와 

과체중과의 연관성은 찾을 수 없었다. 또한 남아에서 신체적 

활동 횟수가 많을수록 과체중 비율이 줄었으나 반대로 여아

에선 신체적 활동 횟수가 많을수록 과체중의 비율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면적 연구의 한계로 나타날 수 있는 문

제로 여아에서 과체중으로 인하여 활동 횟수를 의도적으로 

증가시킴으로 인해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자료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다. 본 연구가 온라인 조

사의 방법으로 시행된 바, 청소년의 키와 체중을 실제로 측정

하지 않고 청소년 본인들이 직접 체중과 키를 입력하는 방식

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성향상 체중은 감소시

키고 키는 증가시켜 보고하는 경향이 있어 과체중의 비율이 

낮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32) 또한 사회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들도 청소년이 보고한 것이어서 부모로부터 직

접 얻은 경우보다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가구 풍요

도의 항목은 청소년 본인이 충분히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여러 나라에서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수준 지표로 사용하고 

있으며, 가구 풍요도에 대한 부모와 자녀간의 응답 결과의 일

치율이 높음을 증명한 연구 결과도 있다.33) 둘째, 연구 대상에

서 저체중을 제외하여 전체 대상이 포함되지 못한 부분이다. 

대조군으로 삼으려고 했던 군에 정상체중과 저체중을 합치게 

되면 진정한 의미의 대조군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고, 비교 과

정에서 위양성(false positive)의 가능성으로 인한 과대 해석을 

배제하기 위하여 저체중을 제외하였다. 추후 정상체중군을 

기준으로 하여 저체중에 대해서도 분석을 한다면 청소년의 

비정상 체중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단면적 연구로 인한 원인-결과 관계를 확정할 수 없는 문제

가 있어 앞으로 코호트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 과체중과 사회

경제적 요소간의 인과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

각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지역별 소규모 연구와는 달리 전국 지역

을 대상으로 대표성 있는 자료를 이용하였고 또한 응답률도 

94.8%에 달해, 한국 청소년의 과체중과 사회경제적 요인과의 

평등이 관찰되는 연구들이 많이 보고 되고 있다.23) 과체중 역

시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건강행태의 차이로 다르게 발생

할 수 있는데, 사회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운동 시설들의 접

근성이 떨어지는 반면 TV 시청 등의 비활동성 여가시간이 증

가하여 과체중이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었다.24) 

청소년기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은 부모의 직업계층,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이다. 본 연구에서

는 가구 풍요도와 주관적으로 인지한 경제상태 그리고 부모

의 교육 수준을 통해 사회경제적 위치를 파악하였다. 33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가구 풍요도가 낮을수

록 흡연율이 증가하고 육체적 활동량 및 아침 식사 횟수가 감

소하며 이러한 건강행태가 과체중에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는

데,25) 본 연구에서도 여아에서 가구 풍요도가 낮을수록 과체

중의 위험이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 가구 풍요도와 달리 주관

적으로 인지하는 경제 상태의 경우, 남녀 모두에서 자신의 경

제 상태가 낮다고 인지할 경우 과체중의 위험이 증가하였다. 

가구 풍요도와 같은 물질적 조건의 차이로 인한 차이뿐 아니

라 경제 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주관적 인식 역시 과체중과 관

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하나의 사회 경제적 지표인 부모의 

교육 수준 역시 청소년 과체중에 영향을 미치는데, 부모의 교

육 정도가 높을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좀 더 음식 

선택과 운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어 청소년이 건강 행동

을 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에서 시행한 연

구에서도 부모의 교육 정도가 낮을수록 과체중의 위험이 증

가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26) 본 연구에서는 약 13-15% 정

도의 학생에서 부모의 교육 정도를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직업이나 교육 정도에 대해 청소년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사회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더 

빈도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7) 각 가정의 사회경제적 환

경의 조건과는 달리 도시 규모에 따른 과체중의 위험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최근 지역

간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 차이 감소로 도시간 삶의 수준이 비

슷해지는 경향성이 반영된 결과라 보여진다. 

사회경제적 요인과 과체중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 다른 양

상을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가구 풍요도에 따른 남아의 

과체중의 위험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여아에

서는 가구 풍요도가 낮을수록 유의하게 과체중의 위험이 증

가함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전반적으로 남아보다 여아에서 과

체중의 교차비가 더 큰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성인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 연구에

서 남성보다 여성에서 사회경제적 상태와 비만 사이의 역상

관 관계가 더 강하다고 보고했다.28) 이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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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다룬 연구 중 대표성을 가지는 연구라 생각한다. 본 연

구를 통해 한국 청소년에서 사회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과

체중의 위험이 증가함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청소년

기는 중요한 건강 행태가 결정되는 시기이므로 사회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청소년의 과체중은 성인의 비만으로 이행되

면서 또 다른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과체중의 문제를 청소년 개인의 문제로 국한시키기 

보다는 지역사회 더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약

연구배경: 청소년기 과체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 개인의 건강 문제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문제

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청소년에서의 과체중과 사

회 경제적 요인간의 관계를 살펴 보고자 하였다. 

방법: 2007년 시행된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자료에서 

12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 2007년 소아 청소년 표준 성

장 도표를 참고하여 체질량지수 5백분위수 이상인 학생을 대

상으로 하였고 연령과 중등도 신체 활동을 보정하여 사회경

제적 요인들에 따른 과체중의 교차비를 구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연령과 중등도 신체 활동을 보정한 과체중의 교차비는 

여아의 경우 가구 풍요도를 상위 계층, 중산층, 하위 계층으로 

나누었을 때 상위 계층을 기준으로 중간층과 하위 계층에서 

교차비가 각각 1.116 (95% 신뢰구간, 1.021-1.220), 1.390 (95% 

신뢰구간, 1.242-1.555)로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P<0.05). 

하지만 남아의 경우 가구 풍요도와 과체중의 교차비가 유의

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남, 녀 모두에서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경제 상태와 부모의 교육 정도가 낮을수록 과체중

의 교차비가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결론: 남아의 경우 가구 풍요도와 과체중간의 연관성이 발견

되지 않았으나 그 외의 다른 사회 경제적 요인들에 있어서 사

회경제적 상태가 낮을수록 남아, 여아에서 과체중의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청소년 과체중을 예방하는데 있어

서 개인의 문제로 국한시키기 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해

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심단어: 청소년; 과체중; 사회 경제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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