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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비만의 유병률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국내 남성에서 체

질량 지수가 25 kg/m2 이상인 1기 비만율은 1998년 25.7%에서 2014년 

37.9%로 증가하였고, 체질량 지수가 30 kg/m2 이상인 2기 비만율은 남, 

여 모두에서 증가하였다[1]. 특히 2기 이상의 비만은 정상 체중에 비해 

1년간 체중감량 노력을 한 대상자들에서 성공적인 체중감량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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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 또한 비

만 관리에 들어가는 사회경제적인 비용도 높아서 2005년 국민건강영

양조사 자료에 의하면 국민 총생산의 0.22%, 국가 보건 지출의 3.7%가 

비만관리에 소요되었다[3].

이렇듯 보건,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비만의 관리에 있어 핵

심적인 중재전략은 체중조절로, 과체중 성인에게서 체중을 감량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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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고혈압 발생 위험을 28-32%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4]. 또한 

체중조절 행동에 관한 연구에서는 성인 남성의 40%, 여성의 57%가 체

중조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 체중에 비하여 주관적으로 체중

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의료인에 의해 비만으로 진단받은 대

상자일수록 체중조절을 한다고 하였다[5]. 국내 연구에서는 나이가 어

린 경우, 고소득 혹은 고학력자, 미혼자, 체질량 지수가 높은 경우, 만성

질환이 많은 대상자들이 체중조절을 위해 노력하였고, 여성에서는 현

재 체중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여부가 체중조절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

[6]. 

이렇듯 체중조절과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있지만, 체중감량

을 시도하여 감량에 성공한 경우와 관련된 요인들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체중감량을 시도한 대상자들에서 체중

감량 성공과 관련된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국민건강영양조

사 제6기(2013-2015년)의 원시자료 중 2015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수행

되었다[7]. 2015년 국민건강영영조사는 7,380명을 대상으로 건강 설문

조사, 검진조사, 영양조사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 설문

조사 항목 중 “최근 1년 동안 본인의 의지로 몸무게를 조절하려고 노

력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몸무게를 줄이려고 노력했다”로 

응답한 2,452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

조사 자료변수들 중 연령, 성별, 교육수준, 소득사분위수, 결혼상태, 현

재 흡연율, 1년간 음주 빈도,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주관적 체형 인

식, 체질량지수에 의한 비만,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심근경색, 협

심증, 뇌졸중, 암의 의사진단 병력, 체중조절방법 문항을 분석에 사용

하였다. 이 중 청소년 및 소아와 체중조절 노력에 대한 질문에 무응답

자, 체중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으로 생각되는 간경변증, 만성 

신질환 및 우울증을 가진 병력자를 제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

된 변수의 결측값을 가진 대상자를 제외하고 1,687명을 최종분석대상

으로 하였다.   

변수의 정의

“몸무게를 줄이려고 노력했다”고 응답한 전체 대상자 중 “최근 1년 

전과 비교하여 몸무게의 변화가 있었습니까?”란 문항에 “몸무게가 줄

었다”로 응답한 대상자를 ‘체중감량 성공군’으로, “변화가 없었다” 혹

은 “몸무게가 늘었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을 대조군으로 선정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과 고졸 이하로 분류하

였으며, 소득수준은 개인의 소득사분위수를 사용하였다. 결혼상태는 

배우자 동거와 그렇지 않는 경우로 분류하였다. 흡연은 평생 담배 100

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사람으로 정의된 현재 흡연율 

변수를 이용하였다. 음주 빈도는 1년간 음주빈도 항목을 이용하여 주 

2회 이상과 미만으로 분류하였다. 1주일에 중등도 신체활동을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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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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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시간을 실천한 사람을 유산소 운동 실천자로 정의한 유산소 신체 

활동 실천율 변수를 이용하였다.  

주관적 비만 인식은 “현재 본인의 체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란 문항에 “약간 비만이다”, “매우 비만이다”로 응답한 대상자를 주

관적 비만 인식 대상자로 정의하였다. 비만 유병여부는 신장 및 체중으

로 구한 체질량지수 값이 25 kg/m2 이상인 경우를 비만으로 정의한 변

수를 이용하였다.

질병력에서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에 대해 의사 진단을 받은 

대상자를 고혈압군, 이상지질혈증군, 당뇨군으로 분류하였다. 심뇌혈

관질환군은 뇌졸중 혹은 심근경색, 협심증에 대해 의사 진단을 받은 

경우로, 암환자군은 위암, 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갑상

선암, 기타 암에 대하여 의사 진단을 받은 대상자로 정의하였다. 

대상자들의 체중조절방법을 확인하기 위하여 체중조절방법 문항

(운동, 단식, 식사량 감소, 결식, 기능식품, 임의 체중조절제, 처방된 체

중조절제, 한약, 원푸드 다이어트)을 이용하였다.  

통계 분석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는 복합표본설계로 수집되었으므로 본 연구

에서는 층화변수, 집락변수, 가중치 변수를 이용하여 복합 표본 통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체중감량 성공군과 대조군 간의 인구사회학적, 생

활습관, 비만, 질병력, 체중조절 방법에 대한 비교를 위하여 일반선형 

분석과 교차 분석을 시행하였다. 체중감량 성공과 관련된 요인을 확인

하기 위하여 상기 변수들을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

다. 통계 프로그램은 SPSS 20.0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 USA)

을 이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 수준은 0.05 미만으로 정하였다. 

연구 결과 

체중감량 노력을 한 1,687명의 평균나이는 42.46 ± 0.43세이었으며, 

이 중 여성은 1,036명(61.4%)이었다. 체중감량 노력을 한 대상자들 중 

260명(15.4%)만이 체중이 감소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체중감량의 정도

에 대해서는 183명(70.4%)은 3 kg 이상-6 kg 미만을, 51명(19.6%)은 6 kg 

이상-10 kg 미만을, 26명(10.0%)은 10 kg 이상을 감량하였다고 응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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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체중감량 성공군과 대조군 간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생활습관, 질

병력, 비만 여부 등을 비교한 결과, 체중감량 성공군의 연령은 38.89 ±

0.95세로, 대조군 43.22 ± 0.47세보다 유의하게 낮았다(p< 0.001). 배우자

와 동거하는 비율도 체중감량 성공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

다(63.8% vs. 70.3%, p = 0.003). 유산소 운동 실천율은 두 군에서 각각 

63.5%, 51.2%로 성공군에서 높았다(p= 0.005). 

주관적으로 비만하다고 인식하는 대상자의 비율은 체중감량 성공

군에서 141명(54.2%)으로 대조군 950명(66.6%)에 비해 낮았다(p< 0.001). 

체질량지수에 의한 비만자의 비율도 체중감량 성공군에서 36.9%로 대

조군 50.6%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p< 0.001). 질병력에서는 당뇨군의 

비율이 체중감량 성공군에서 9.6%로, 대조군 6.0%보다 높았으나 유의

하진 않았다(p= 0.116). 기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심뇌혈관질환 및 암

환자들의 비율은 체중감량 성공군에서 낮았으나 이들 또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1). 

전체 대상자들이 체중감량을 위해 가장 많이 한 방법은 운동으로 

77.8%가 체중감량을 위하여 운동을 하였다. 식사량 감소를 한 대상자

는 1,170명(69.4%)이었다. 그 뒤로 결식(239명, 14.2%), 기능식품 복용(119

명, 7.1%), 처방된 체중조절제 사용(70명, 4.1%), 단식(61명, 3.6%), 한약 복

용(47명, 2.8%), 원푸드 다이어트(46명, 2.7%), 임의 체중조절제 복용(21

명, 1.2%) 순이었다. 이 중 체중감량 성공군과 대조군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인 방법은 처방된 체중조절제 사용이었다. 체중감량 성공군에서 

처방된 체중조절제 사용률은 7.7%로 대조군(3.5%)에 비해 높았다

(p< 0.001) (Table 2).

성공적인 체중감량과 관련된 요인 확인을 위하여 상기 변수들을 이

용하여 로지스틱 분석 결과에서는 나이가 어릴수록(교차비=1.02, 

95% 신뢰구간=1.00-1.04), 유산소 운동을 실천 하는 경우(1.36, 1.01-

1.81), 주관적으로 비만하다고 인식하지 않는 경우(0.68, 0.47-0.97), 체질

량 지수에 의한 비만자가 아닌 경우(0.62, 0.43-0.89), 의사에 의해 당뇨

로 진단 받은 경우(2.35, 1.28-4.32), 처방된 체중조절제를 사용한 경우

(3.44, 1.80-6.57)가 체중감량 성공과 관련이 있었다(Table 3).

고  찰 

성인의 64%는 체중조절을 갈망하며, 과체중 및 비만 인구 중 남자의 

53.5%, 여자의 64.9%가 체중조절을 위해 노력한다고 한다[5,6]. 국내 연

구에서도 성인 남자의 28%, 여자의 43%가 체중조절을 한다고 보고하

였다[8]. 하지만 이러한 체중조절 노력에 비해 체중감량 및 유지율은 

5-20%로 체중조절 행위율과 차이를 보였다[9]. 본 연구에 사용된 2015

년 국민건강영양 조사 자료에서도 전체 대상자의 33%가 1년간 체중감

Table 1. Comparison of demographics, lifestyle, obesity, and diseases 
among successful weight reduction group and control group

Variables

Successful 
weight 

reduction
Control

p-value

n=260 n=1,427

Age (y) 38.89±0.95 43.22±0.47 <0.001
Gender 0.804
   Male 103 (39.6) 548 (38.4)
   Female 157 (60.4) 879 (61.6)
Economic quartile 0.663
   <25 53 (20.4) 277 (19.4)
   25-50 65 (25.0) 355 (24.9)
   50-75 73 (28.1) 392 (27.5)
   >75 69 (26.5) 403 (28.2)
Education state 0.687
   >High school 107 (41.2) 569 (39.9)
   ≤High school 153 (58.8) 858 (60.1)
Marriage 0.003
   With spouse 166 (63.8) 1,003 (70.3)
   Without spouse 94 (36.2) 424 (29.7)
Current smoking 0.248
   Yes 49 (18.8) 185 (13.0)
   No 211 (81.2) 1,242 (87.0)
Alcohol consumption 0.224
   ≥2 times/wk 50 (19.2) 304 (21.3)
   <2 times/wk 210 (80.8) 1,123 (78.7)
Aerobic exercise activity 0.005
   Yes 165 (63.5) 731 (51.2)
   No 95 (36.5) 696 (48.8)
Subjective perception of obesity <0.001
   Yes 141 (54.2) 950 (66.6)
   No 119 (45.8) 477 (33.4)
Obesity by BMI (≥25 kg/m2) <0.001
   Yes 96 (36.9) 737 (51.6)
   No 164 (63.1) 690 (48.4)
Hypertension 0.300
   Yes 42 (16.2) 312 (21.9)
   No 218 (83.3) 1,115 (78.1)
Diabetes 0.116
   Yes 25 (9.6) 85 (6.0)
   No 235 (90.4) 1,342 (94.0)
Dyslipidemia 0.315
   Yes 34 (13.1) 240 (16.8)
   No 226 (86.9) 1,187 (83.2)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0.769
   Yes 11 (4.2) 62 (4.3)
   No 249 (95.8) 1,365 (95.7)
All cause cancer 0.335
   Yes 10 (3.8) 67 (4.7)
   No 250 (96.2) 1,360 (95.3)

Values was presented as mean±standard error or number (%). 
p-value was calculated by general linear analysis or chi-square test.
BMI,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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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 경우인데도 체중조절을 위해 노력한다고 한다[5]. 또한 체중감량

의 목표치가 성공적인 체중감량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비만 환자들에서 높은 감량 목표는 비만 치료의 탈락에 영향을 주었

다[11]. 따라서 체질량지수에 의한 비만이 아닌 대상자들은 비만 대상

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체중감량 목표치를 설정했을 것이며 이

는 성공적인 체중감량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확인된 관련성이 지난 1년간 감량 노력으로 체중을 감량하

여 주관적으로 비만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거나, 체질량지수에 의

한 비만에서 벗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및 심뇌혈관질환, 암과 같은 질환들도 

체중조절 행동에 영향을 주는데[5], 본 연구에서는 의사에 의해 당뇨

로 진단받은 대상자인 경우는 체중감량 노력에 의해 감량에 성공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뇨는 대표적인 대사질환으로, 특히 2형 당뇨는 

체중감량이 당뇨 관리에 중요한 치료전략이며 이러한 체중감량은 당

뇨환자에서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을 줄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2]. 

또한 의사들의 과체중자들에 대한 체중조절에 대한 충고는 체중조절

을 고려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므로[13], 당뇨 환자를 돌보는 보건, 

의료인들은 환자들에게 적극적인 체중조절 권고를 해야 할 것이다. 

체중감량 노력을 한 전체 대상자 중 4.1%는 처방된 체중조절제를 복

용하여 성공적으로 체중을 감량하였다. 이는 약의 효과에 따른 감량

으로 당연한 결과로 생각된다. 비만 치료제는 젊은 여성일수록 복용

량을 위해 노력한다고 응답하였지만 이들 중 체중이 감소했다는 대상

자는 15.4%로 확인되어 기존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렇듯 체중

감량을 위한 노력에 비해 감량 성공률은 낮으므로 성공적인 체중감

량을 위한 중재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성공적인 체중감량과 관련된 요인들 중 첫 번째는 연령으로, 성인에

서 연령이 낮을수록 체중감량에 성공하였다. 실제로 나이가 젊은 성인

들은 외모 및 사회적 영향에 의하여 체중감량에 대한 동기를 가지며, 

감량을 위해 운동 등의 육체적 활동을 증가시킨다고 한다[10]. 두 번째

는 주관적으로 비만하다고 인식하지 않거나, 체질량지수에 의한 비만

자 아닌 대상자일수록 성공적으로 체중감량을 하였다. 체중조절 노력

은 체질량지수에 의한 비만보다는 주관적 체형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성인 여성의 50%는 정상 체질량지수 혹은 그 이

Table 2. Comparison of weight control methods between successful 
weight reduction group and control group

Methods of weigh control

Successful 
weight 

reduction
Control

p-value

n=260 n=1,427

Exercise 0.905
   Yes 209 (80.4) 1,103 (77.3)
   No 51 (19.6) 324 (22.7)
Fast 0.804
   Yes 10 (3,8) 51 (3.6)
   No 250 (96.2) 1,376 (96.4)
Reduced food intake 0.096
   Yes 189 (72.7) 981 (68.7)
   No 71 (27.3) 446 (31.3)
Skipping a meal 0.497
   Yes 34 (13.1) 205 (14.4)
   No 226 (86.9) 1,222 (85.6)
Non-prescriptive anti-obesity 

medicine
0.251

   Yes 5 (1.9) 16 (1.1)
   No 255 (98.1) 1,411 (98.9)
Prescriptive anti-obesity  

medicine
<0.001

   Yes 20 (7.7) 50 (3.5)
   No 240 (92.3) 1,377 (96.5)
Chinese medicine 0.488
   Yes 11 (4.2) 36 (2.5)
   No 249 (95.8) 1,391 (97.5)
Functional foods 0.633
   Yes 19 (7.3) 100 (7.0)
   No 241 (92.7) 1,327 (93.0)
One-food diet 0.392
   Yes 8 (3.1) 38 (2.7)
   No 252 (96.9) 1,389 (97.3)

Values was presented as number (%). 
p-value was calculated by chi-square test.

Table 3. Factors related to successful weight reduction

Variables OR (95% CI) p-value

Young age 1.02 (1.00-1.04) 0.029
Female 0.91 (0.62-1.34) 0.643
Higher economic quartile 0.93 (0.80-1.09) 0.389
High level of education 0.97 (0.68-1.40) 0.883
Marriage with spouse 0.95 (0.67-1.34) 0.775
Current smoking 1.47 (0.95-2.26) 0.081
Alcohol consumption (≥2 times/wk) 0.75 (0.50-1.12) 0.157
Aerobic exercise activity 1.36 (1.01-1.81) 0.041
Subjective perception of obesity 0.68 (0.47-0.97) 0.032
Obesity by BMI (≥25 kg/m2) 0.62 (0.43-0.89) 0.010
Hypertension 1.20 (0.70-2.06) 0.506
Diabetes 2.35 (1.28-4.32) 0.006
Dyslipidemia 0.97 (0.58-1.64) 0.915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1.66 (0.73-3.74) 0.223
All cause cancer 0.76 (0.36-1.64) 0.483
Prescriptive anti-obesity medicine 3.44 (1.80-6.57) <0.001

p-value was calculated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djusted by age, 
gender, economic state, education, marriage, current smoking, lcohol con-
sumption, aerobic exercise activity, subjective perception of obesity, obe-
sity by BMI, hypertension, diabetes, dyslipidemia, cardiovascular disease, 
all cause cancer, prescriptive anti-obesity medicine.
BMI, body mass index;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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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호하며, 여름철에 복용빈도가 증가 한다고 한다[14,15]. 비만 치료

제에 의한 체중조절률은 약제에 따라 약 37-70% 정도로 다양하며 체

중감량을 통하여 심장 대사 위험인자들을 개선시킨다. 하지만 궁극적

으로 심뇌혈관에 의한 사망률은 줄이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6].  

체중감량을 위해 노력한 대상자들은 운동을 통하여 감량하기를 가

장 선호하였으며 성공적인 체중감량 또한 유산소 운동 실천과 관련이 

있었다. 육체적 활동의 증가나 정기적인 육체적 활동은 영양학적으로 

균형된 식단과 더불어 여러 연구에서 성공적인 체중조절의 중재법으

로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성공적인 체중감량을 위해서는 유산소 운

동을 권고해야 할 것이다[17,18].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첫 번째는 체중변화량과 같은 체중감량에 대

한 객관적 자료 없이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설문항목을 이용하여 체중

감량 성공군을 선정하였으므로 체중감량 성공군 선정에 대한 오류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또한 단면 연구 설계로 인하여 체중감량 성공 

여부와 본 연구에서 확인된 관련된 요인들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모

호하여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주관적인 비

만 인식이나 체질량 지수에 의한 비만과 성공적인 체중감량 간의 관련

성에 대해서는 이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점들에

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가 표본 자료를 이용하여 성공적인 체중감

량과 관련된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비만 유병률이 증가하는 요즘, 체중조절에 대한 높은 관심과 실천에

도 불구하고 체중감량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았다. 성공적인 체중감

량을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 및 처방된 비만 치료제 복용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당뇨환자들에서는 적극적인 체중감량을 권고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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