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www.e-jhis.org | 117

J Health Info Stat 2019;44(2):117-124  •  https://doi.org/10.21032/jhis.2019.44.2.117

서  론

현대사회에서 비만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지난 30여 년간 비만의 유병률은 거의 두 

배 증가하였으며, 국내에서는 2005년부터 30%를 초과한 이후 지속적

우울증, 삶의 질과 비만의 관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2016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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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Obesity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issues in global health due to its impact on health, socioeconomic burden. To better understand its eti-
ology, this study investigated cross-sectional association between obesity and general characteristics (age, sex, income, education). Also, this study 
mainly focused on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HRQoL) and presence of depression as factors contributing to obesity. Methods: This survey investi-
gated Korean population (n = 5,808) from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6). Chi-squared test, t-test,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characteristic and obesit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further undertaken to assess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obesity. Results: Age, sex, education, smoking, stress perception, depression and EuroQol-5 dimension (EQ-5D) 
were found to be associated with prevalence of obesity. The odd’s ratio (OR) of each 0.1 increment in EQ-5D index to obesity was 0.87 (95% confidence 
interval, 95% CI = 0.81-0.92).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djusting for demographic factors and health behaviors, the OR of depression to obe-
sity was 1.99. However, in the multiple regression model for EQ-5D index, the association between EQ-5D index and prevalence of obesity turned out to 
be statistically non-significant. Additionally, there was a higher probability that obese individuals would perceive themselves as obese than non-obese 
individuals. And obese individuals were less likely to have weight-loss for 1year. Among weight control behaviors, intake restriction (OR = 1.30, 95% 
CI = 1.10-1.53) and fasting (OR = 1.82, 95% CI = 1.12-2.96) were associated with prevalence of obesity. Conclusions: Stress perception, depression, and 
HRQoL were associated with prevalence of obesity. These results suggest that HRQoL and mental health should be considered as important factors con-
tributing to obesity. Also, the indeterminate result in adjusted analysis of EQ-5D index implies that an individualized and diversified approach is needed 
to assess and manage the risk of obe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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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증가하여 2016년 기준 19세 이상 비만 유병률은 34.8%에 달하였

다[1]. 비만은 제2형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심뇌혈관질환의 위

험을 높이고, 골관절염, 천식, 수면무호흡증과 같은 체중관련 질환의 

발생위험을 높인다. 또한 생식내분비계질환(다낭성난소증후군, 발기

부전, 불임 및 난임 등) 및 암(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의 발생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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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있다[2]. 한국인을 비롯한 아시아인들은 서구인들에 비해 상당

히 낮은 비만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인들 못지않은 비만

관련 질병 유병률을 보인다. 이를 근거로 아시아인의 비만 진단 기준을 

25 kg/m2 수준으로 정의하고 있다[3]. 비만은 그 원인에 따라 일차성 비

만과 이차성 비만으로 나뉘는데, 비만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일차성 

비만은 식습관, 생활습관, 연령, 인종, 사회경제적인 요소, 유전, 신경내

분비 변화, 장내 미생물, 환경 화학물질 및 독소 등의 다양한 위험요인

이 복합적으로 관여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일차성 비만에 관여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정신건강이 언급되

어 왔으며, 이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세계 인구의 4%

에서 우울증이 진단되었으며, 평생 유병률은 16.6%로, 우울증은 비만

과 더불어 주요한 공공보건의 문제로 꼽힌다[4]. 미국에서 이루어진 몇

몇 연구에서, 우울증이 있는 인구집단에서 비만 유병률이 더욱 높음

을 보고하였다[5]. 미국의 국민건강영양조사를 기반으로 한 Pratt and 

Brody [5]의 연구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성인 중 43%, 우울증이 없

는 집단에서는 33%가 비만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일반인구 대상의 17

개의 연구를 분석한 한 메타연구에서, 비만과 우울증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6]. 신체적 건강요인, 정신적 건강요인 외에도 비만

과 연관된 요인으로 사회경제적 조건이나 삶의 질 또한 언급되어 왔다

[7]. 건강관련 삶의 질과 비만의 관계를 알아보는 국내외 연구들 중, 주

로 비만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

본 것이 많았는데, 비만도와 삶의 질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으

며 비만의 정도가 증가할수록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결과

를 보여주었다[8,9]. 역으로 삶의 질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만의 위험인자를 파악하여 비만

역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효과적인 비만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

련하고자, 삶의 질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 우울증과 삶의 질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함이다. 많은 연구가 우울증과 비만의 

관계, 비만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지만 최근에 한국인을 대

상으로 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다. 둘째, 비만인에서 체형인식과 체중

조절을 위한 노력의 다양성에 대해 검토하여 비만인 관리 및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에 활용하고자 함이다. 셋째, 이러한 통계정보를 이용하

여 비만 유병률을 낮출 수 있는 국민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에 활용하고자 함이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의 주관으로 2016년도 실

시된 제7기 1차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국민건강영

양조사는 국가가 직접 공공복리를 위해 1969년부터 매년 수행하는 연

구로서, 그 목적은 국민의 건강수준, 건강행태, 식품 및 영양섭취 실태

에 대한 국가 및 시도 단위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갖춘 통계를 산출하

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목표 설정 및 평가,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 보건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국민건강

영양조사의 표본 추출들은 표본설계 시점에서 가용한 가장 최근 시점

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 목표 모집단인 대

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세 이상 국민에 대하여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

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조사내용은 건강설문조사, 검진조사, 영

양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1차년도(2016) 참여 가구는 3,513가구, 참

여자는 8,150명이었다. 참여 가구원의 성별 비율은 남자 45.0%, 여자 

55.0%로 여자 참여비율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 14.6%, 50대 

14.1%, 30대 14.0% 순이었다. 

연구대상자는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만 19세 이상 성

인 6,382명 중, 신체 및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병을 진단

받은 적 있는 대상자(각종 암 299명, 중증 만성질환 과거력 25명)와 체

질량지수 측정 또는 주관적 체형인식 조사가 되지 않은 대상자를 제

외한 총 5,80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최종 연구대상자는 남자 2,510명

과 여자 3,298명으로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에 따라 비만

군과 비만이 아닌 군으로 나누어 두 군 간의 비만에 가장 영향을 미치

는 요소와 주관적 체형 인식 및 체중감량에 대한 방법의 차이를 분석

하였다. 

본 연구는 원광대학교병원 연구윤리 심의위원회의 승인(IRB No. 

2019-01-008)을 받고 시행하였다.

일반사항 

대상자의 사회경제적 요인, 건강행태요인, 정신적 건강요인은 건강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나이, 소득정도, 

교육수준을 조사하였다. 소득정도는 가구 수입을 4분위로 나누었으

며, 교육수준은 학력별로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의 4군으로 

분류하였다. 건강행태 특성으로 흡연여부, 음주여부 및 주중 하루 평

균 수면시간을 조사하였다. 현재흡연율은 현재 흡연하는 여부로 조사

하였으며 월간음주율은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신 적

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수로 하였다.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일주

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2시간 3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1

시간 15분 이상 또는 중강도와 고강도 신체활동을 섞어서(고강도 1분

은 중강도 2분) 각 활동에 상당하는 시간 동안 하였다고 응답한 사람 

수로 하였다. 체질량지수는 몸무게(kg)를 키의 제곱(m2)으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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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였고, 비만의 정의는 대한비만학회에서 제안한 BMI 25 kg/m2 

이상으로 하였다.

건강관련 삶의 질

건강관련 삶의 질(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HRQOL)은 개인의 경

험, 신념, 기대나 인지수준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인 측

면의 건강 수준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러한 HRQOL을 측정하는 

도구 중에서 어떤 건강상태에 대한 선호도를 반영하여 나타내는 도구

를 선호도 기반 측정도구라고 한다. 이러한 선호도 기반도구 중 국민건

강영양조사에 활용된 EuroGol EQ-5D (EuroQol-5 dimension)는 

EurQol 그룹에서 개발한 선호도 기반 HRQOL 측정도구로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불편’, ‘불안/우울’의 5개 차원에 대해 ‘문

제 없음’, ‘다소 문제 있음’, ‘심각한 문제 있음’의 3가지 수준으로 평가

한다. 이를 통해 얻은 결과를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시한 한국인 질 가

중치 예측 공식으로부터 산출된 단일지표인 EQ-5D index로 분석하였

으며 점수가 1에 가까울수록 삶의 질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정신적 건강요인-우울증 및 스트레스

정신건강 항목은 자가기입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우울증에 대

해서 현재 유병여부를 조사하였고, 의사에게 진단받지 않은 경우는 

‘비해당’으로 분류하였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만 12세 이상 대상자수 

중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 수의 비율로 계산하였다. 

주관적 체형인식 및 체중조절 

주관적 체형인식에서는 본인의 체형에 대한 생각을 ‘매우 마른편, 

약간 마른편, 보통, 약간 비만, 매우 비만’으로 나누어 응답하도록 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매우 마른편’과 ‘약간 마른편’을 ‘마른편’으로, ‘약

간 비만’과 ‘매우 비만’을 ‘비만’으로 묶어 세 분류로 나누어 분석하였

다. 체중변화여부에서는 최근 1년 전과 비교하여 몸무게에 3 kg 미만

의 변화가 있었던 경우 ‘변화없음’, 3 kg 이상 증가한 경우 ‘체중증가’,  

3 kg 이상 감소한 경우 ‘체중감소’ 군으로 분류하였다. 1년간 체중조절

여부에서는 ‘체중을 감소하려고 노력’, ‘체중을 유지하려고 노력’, ‘체중

을 증가하려고 노력’, ‘노력해 본 적 없음’으로 분류하였다. 체중조절방

법에 대해서는 ‘단식(24시간 이상)’, ‘식사량을 줄이거나 또는 식단 조

절’, ‘결식(식사를 거름)’, ‘의사처방 없이 임의로 체중감량제 복용’, ‘한

약복용’, ‘건강기능식품복용’, ‘원푸드 다이어트 항목’을 조사하였다. 

자료분석

자료는 SPSS 21.0 (IBM Corp.,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분석하였으며 복합표본설계를 위해서 survey procedure를 사용

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성별, 연령, 가구소득, 교육수준 등)이 비만여부

에 영향을 주는지, 또한 주관적 체형인식 및 체중관련 특성(1년간 체

중변화여부 및 1년간 체중조절여부, 체중조절방법)과 비만이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중치를 적용하여 카이제곱법과 t-test를 통해 

살펴보았다. 유의수준은 양측 검정으로 유의수준 0.05 미만일 때 유의

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또한, 각각의 변수들이 비만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일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교차비(odds ratio, OR)를 구하였

다. 우울증 현재 유병여부와 건강관련 삶의 질에 따른 비만여부의 교

차비와 신뢰구간(95% confidence interval, 95% CI)은 다중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통하여 구하였다. 두 가지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모델 1에서

는 성별, 연령을 보정하였으며, 모델 2에서는 성별, 연령, 운동, 흡연, 음

주, 수면시간, 스트레스를 보정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비만의 연관성

성별에서는 남성에서 유의하게 비만 유병률이 높았으며, 비만이 아

닌 군과 비만인 군의 평균 나이는 각각 45.51세, 48.06세로 유의하게 차

이가 있었다. 소득 수준은 비만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이 없었

으나, 교육수준이 낮은 정도는 비만여부와 유의한 연관이 있었다. 건

강행태 특성에서 주중 평균 수면시간은 비만인 군에서 더 적은 것으

로 나왔으며, 현재 흡연여부에서는 비만인 군에서의 흡연율이 유의하

게 높았다. 스트레스 인지율, EQ-5D index, 현재 우울증 유병여부 등 

정신적 상태는 통계학적으로 비만여부와 유의하게 연관이 있었다. 스

트레스 인지율 및 EQ-5D index, 현재 우울증여부는 비만인 군과 아닌 

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1). 

체형인식 및 체중조절 관련 특성과 비만

체형에 대한 주관적 인식 및 체중 조절에 관련된 특성을 비만여부

에 따라 나누어 조사하였다. 주관적 체형인식에서 자신을 비만으로 인

식하는 비율은 비만이 아닌 군에서 23.2%, 비만인 군에서는 83.2%로 

나타났다. 1년간 체중을 감소하려고 노력한 비율은 비만인 군에서 

30.8%, 비만이 아닌 군에서 57.9%이었으며, 실제로 1년간 체중변화여부 

중 체중이 감소했던 비율은 두 집단에서 각각 12.9%, 12.3%로 나타났

다. 체중조절방법에서는 비만이 아닌 군과 비만인 군에서 모두 ‘식사

량 감소’를 통해 체중을 조절하려는 비율이 각각 65.0%, 70.1%로 조사 

항목 중 가장 높았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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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2.25배(2.25, 1.22-4.13)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able 3).

주관적 체형인식과 체중조절여부, 체중변화여부는 비만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다(p< 0.001). 체형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마른편’인 군

을 기준으로, ‘보통’인 군은 비만에 대해 교차비 10.21 (95% CI = 6.15-

16.95), 체형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비만’인 군은 교차비 131.43 (95% 

CI = 80.86-213.61)의 결과를 보였다. 최근 1년간 체중조절 노력에 대해

서는, 감소하려고 노력한 군이 비만일 확률은, 노력해 본 적 없는 군에 

대비하여 2.53배(95% CI =2.20-2.91)로 나타났다. 체중변화에서는 체중

증가가 있었던 군에서 비만일 확률이 2.52배(95% CI =2.18-2.91)로 나타

났다. 체중 조절 방법에 대해서는 단식과 식사량 감소만이 비만여부와 

일반적 특성과 비만 유병률에 대한 교차비

성별에서는 여성에 비해 남성에서(OR=1.72, 95% CI =1.52-1.95), 연령

에서는 5세 증가할 때마다 비만에 대한 유병률이 1.05배(1.05, 1.03-1.0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낮아질수록 비만일 확률이 증

가하는 추세(고졸 1.00, 0.86-1.17, 중졸 1.25, 1.02-1.54, 초졸 이하 1.54, 

1.29-1.85)를 보였다. 현재흡연율에서는 흡연할수록 비만일 확률(1.21, 

1.02-1.43)이 높았다. 수면시간은 1시간 증가할 때마다 0.92배(0.92, 0.84-

1.12)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Q-5D index는 0.1씩 증가할 때마

다, 비만일 확률이 낮은 것(0.87, 0.81-0.92)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인

지율과 우울증 유병여부의 비만에 대한 위험은 각각 1.17배(1.17, 1.03-

Table 1. Prevalence of obes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Variables Non-obese Obese p-value

BMI 21.89 (0.04) 27.79 (0.07) <0.001
Sex <0.001
   Male 1,484 (58.0) 1,026 (42.0)
   Female 2,260 (70.3) 1,038 (29.7)
Age (y) 45.51 (0.41) 48.06 (0.50) <0.001
Income (%) 0.270
   <25 1,126 (66.2) 532 (33.8)
   25-50 1,012 (63.6) 572 (36.4)
   50-75 911 (63.6) 524 (36.4)
   >75 676 (61.6) 431 (38.4)
Education <0.001
   ≤Elementary 659 (56.0) 494 (44.0)
   Middle school 351 (61.2) 208 (38.8)
   High school 1,159 (66.3) 601 (33.7)
   ≥University 1,368 (66.3) 647 (33.7)
Alcohol consumption 0.750
   No 1,672 (64.4) 916 (35.6)
   Yes 2,003 (63.9) 1,112 (36.1)
Current smoker 0.030
   No 3,001 (65.1) 1,606 (34.9)
   Yes 672 (60.8) 422 (39.2)
Aerobic exercise 0.713
   No 1,943 (64.0) 1,103 (36.0)
   Yes 1,594 (64.7) 846 (35.3)
Sleep duration (min) 423.24 (1.62) 413.88 (2.25) <0.001
Stress perception 0.017
   Low 2,695 (65.1) 1,436 (34.9)
   High 974 (61.5) 591 (38.5)
EQ-5D index 0.96 (0.00) 0.94 (0.00) <0.001
Current depression 0.009
   No 63 (76.0) 26 (24.0)
   Yes 102 (58.5) 67 (41.5)

BMI, body mass index; EQ-5D, EuroQol comprising five dimensions.
Values are presented as weighted percent (%) or mean (standard error).  
p-value was calculated by Chi-Square test and t-test.

Table 2. Body image perception and weight control-related characteristics

Variables Non-obese Obese p-value

Perceived BW <0.001
   Under weight 874 (23.8) 20 (1.0)
   Normal weight 1,950 (53.0) 321 (15.8)
   Over weight 853 (23.2) 1,685 (83.2)
Effort for BW control <0.001
   Loss 1,131 (30.8) 1,175 (57.9)
   Maintenance 772 (21.0) 253 (12.5)
   Gain 295 (8.0) 6 (0.3)
   No effort 1,478 (40.2) 595 (29.3)
BW change <0.001
   No change 2,503 (68.1) 1,067 (52.6)
   Weight loss 475 (12.9) 249 (12.3)
   Weight gain 698 (19.0) 711 (35.1)
Intake restriction 0.003
   No 666 (35.0) 426 (29.9)
   Yes 1,236 (65.0) 1,001 (70.1)
Fasting (>24 hr) 0.014
   No 1,863 (97.9) 1,380 (96.7)
   Yes 39 (2.1) 47 (3.3)
Skipping meals 0.400
   No 1,703 (89.5) 1,254 (87.9)
   Yes 199 (10.5) 173 (12.1)
Diet pills 0.249
   No 1,888 (99.3) 1,409 (98.7)
   Yes 14 (0.7) 18 (1.3)
Oriental herb 0.115
   No 1,863 (97.9) 1,383 (96.9)
   Yes 39 (2.1) 44 (3.1)
Health supplement 0.703
   No 1,784 (93.8) 1,330 (93.2)
   Yes 118 (6.2) 97 (6.8)
One-food diet 0.853
   No 1,859 (97.7) 1,393 (97.6)
   Yes 43 (2.3) 34 (2.4)

BW, body weight.
Values are presented as weighted percent (%) or mean (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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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사량 감소’군

은 비만일 확률이 1.30배(95% CI =1.10-1.53), ‘단식’군은 비만일 확률이 

1.82배(95% CI =1.12-2.96)로 나타났다(Table 3).

우울증 및 삶의 질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

현재 우울증여부 및 건강관련 삶의 질의 비만에 대한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해 다중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성별과 나이를 보정한 우울

증 유병여부의 비만에 대한 위험은 2.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22, 1.27-4.36), 성별과 나이, 유산소운동 실천율, 현재흡연여부와 월

간음주율, 수면시간 및 스트레스 인지를 모두 보정하였을 때, 교차비 

1.99 (1.06-3.7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성별과 나이를 보정

한 EQ-5D index는 0.1점 높아질 때마다 비만 위험이 0.86배(0.86, 0.80-

0.92)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활습관 요소(성별과 나이, 유

산소운동 실천율, 현재흡연여부와 월간음주율, 수면시간 및 스트레스 

인지)를 모두 보정한 결과 EQ-5D index 증가에 따른 비만위험도 감소

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0.86, 0.73-1.02) (Table 4). 

고  찰

본 연구에서는 한국 성인에서 비만 유병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확인하기 위해 가장 최근 자료인 2016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우울증, 삶의 질, 스트레스 인지율과 같은 정신사회학적 

측면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한국 자료가 부족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또한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체형인식 및 체

중조절방법 등과 비만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우울증과 비만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으며 이들은 

서로 양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10]. 본 연구에서 인구사회적 요

인(성별, 연령), 건강행태요인(흡연, 음주), 스트레스 인지율을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 우울증이 있는 군에서 우울증이 없는 군에 비해 비만의 

유병률이 약 2.37배 더 높았다. 또한 스트레스 인지율이 높은 군에서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비만일 확률이 1.17배 더 높았다. 우울증이 비

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기전에 대하여, 이전의 연구결과들에서는 우

울증이 과식을 포함한 섭식장애[13], 질적으로 낮은 음식의 섭취[14], 

신체활동 감소[15] 등으로 이어져 비만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Clum et al. [16]의 연구에서는 여성에서 우울증상이 BMI 증가와 연관

이 있었으며, 이를 정서적 섭식(emotional eating)의 증가와 운동 자기효

능감(exercise self-efficacy) 감소로 설명하였다. Ouakinin et al. [17]의 연

Table 3. Odds ratio for the prevalence of obesity of each characteristic

Variables OR (95% CI)

Sex (male) 1.72 (1.52-1.95)
Age (5 y) 1.05 (1.03-1.07)
Income (%) (ref: <25)
   25-50 1.12 (0.94-1.33)
   50-75 1.12 (0.93-1.36)
   >75 1.22 (0.97-1.53)
Education (ref:  ≥university)
   ≤Elementary 1.54 (1.29-1.85)
   Middle school 1.25 (1.02-1.54)
   High school 1.00 (0.86-1.17)
Alcohol consumption 1.02 (0.89-1.17)
Current smoker 1.21 (1.02-1.43)
Aerobic exercise 0.97 (0.84-1.12)
Sleep duration (hr) 0.92 (0.88-0.96)
EQ-5D index (0.1) 0.87 (0.81-0.92)
Stress perception (high) 1.17 (1.03-1.33)
Current depression 2.25 (1.22-4.15)
Body image (ref: under weight)
   Normal weight 10.21 (6.15-16.95)
   Over weight 131.43 (80.86-213.61)
Effort for BW control (ref: no effort)
   Loss 2.53 (2.20-2.91)
   Maintenance 0.89 (0.71-1.11)
   Gain 0.07 (0.03-0.19)
BW change (ref: no change)
   Weight loss 1.38 (1.12-1.71)
   Weight gain 2.52 (2.180-2.91)
Weight control behavior
   Intake restriction 1.30 (1.10-1.53)
   Fasting (>24 hr) 1.82 (1.12-2.96)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EQ-5D, EuroQol comprising five di-
mensions; ref, reference; BW, body weight.
The odds ratio with their 95% confidence intervals were estimated by lo-
gistic regression models.

Table 4. Adjusted odds ratio of current depression and EQ-5D index for the 
prevalence of obesity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Current depression 2.22 (1.27-4.36)1 - 1.99 (1.06-3.77)1

EQ-5D (0.1) - 0.86 (0.80-0.92)1 0.86 (0.73-1.02)
Sex (male) 1.31 (0.64-2.26) 1.82 (1.61-2.06)1 1.54 (0.77-3.12)
Age (5 y) 1.01 (0.99-1.02) 1.04 (1.02-1.01)1 0.98 (0.89-1.09)
Aerobic exercise - - 0.68 (0.35-1.32)
Current smoker - - 0.59 (0.24-1.45)
Alcohol consumption - - 0.84 (0.42-1.69)
Sleep duration - - 0.94 (0.79-1.12)
Stress perception - - 0.57 (0.27-1.17)

EQ-5D, EuroQol comprising five dimensions.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each model. Values are presented 
as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Model 1: Sex, Age were adjusted, 
Model 2: Sex, Age, Current smoker, Aerobic exercise, Alcohol consumption, 
Sleep duration, Stress perception were adjusted.
1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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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우울증이 비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기전에 대해 생물학적 

모델로, ‘신경-염증-호르몬’ 기전을 제시하였다. 스트레스는 시상하부-

뇌하수체-부신 축의 과활성화로 이어지며 이것은 부신피질자극호르

몬 방출 호르몬(corticotropin-releasing hormone, CRH) 억제, 렙틴 저

항성, Neuropeptide Y (NPY) 분비 증가 등의 항상성 기전(homeostatic 

pathway)과, 도파민 및 아편유사제를 매개로 고칼로리 식이로 이어지

게 되는 음식 관련 보상의 비항상성 기전(non-homeostatic pathway)을 

통하여 비만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17]. 고칼로리음식에 대한 접

근성이 높으며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은 사회에서는 HPA 축이 비만역

학에 중요한 기여인자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17]. 또한, 항우울

제로 처방되는 약물이 식욕을 증진시켜 과식을 유도하였을 가능성도 

있다[18]. 

본 연구에서는 EQ-5D index 지표를 사용하여 건강관련 삶의 질과 

비만의 연관성을 알아보았고, EQ-5D index에서 비만인 군은 0.94, 비만

이 아닌 군은 0.96으로 비만인 군에서 평균 건강관련 삶의 질 점수가 

낮았다. 또한 건강관련 삶의 질 0.1점씩 높아지는 것은, 비만에 대한 위

험도를 13%가량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 37,902명을 대상으

로 시행한 연구에서 BMI와 HRQOL의 관계를 분석하였을 때, inverse 

U shaped association을 보였는데 즉 저체중과 비만 모두에서 HRQOL

이 낮은 패턴을 보였다[19]. 특히 비만인 군의 EQ-5D에서, 정신적 영역

보다는 신체적 영역에서 결여되어 있음을 보였다[19]. 2007년에서 2012

년까지의 기간 동안 국내성인 34,935여 명을 대상으로 하였던 연구에

서, 고도로 비만인 여성군은 정상체중인 여성군에 비해 HRQOL이 

31% 낮았다[20]. 2013년 국내 20-49세의 수도권 거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BMI가 높은 군에서 문제가 있는 섭식행동의 비율이 높

았으며 식사의 질과 삶의 질이 낮았음을 보였다[21]. 

이와 같이 이전의 비슷한 여러 연구들은 있으나 ‘건강관련 삶의 질’ 

점수를 독립변수로, ‘비만’을 종속변수로 하여 한국인 전체를 대상으

로 한 최근의 연구는 없었다. EQ-5D는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활

동’, ‘통증/불편’, ‘불안/우울’의 5개 항목을 평가하는 도구이다. 불안/우

울항목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내용에서와 같이 비만과의 연관성이 

잘 밝혀져 있는 바이며, 전반적 삶의 기능 저하는 적정체중을 유지하

는 데 필요한 건강한 생활습관(규칙적 식사, 적당한 운동 등)을 가지기 

어렵게 할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건강관련 삶의 질 지수가 낮은 것

은 비만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자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인구학적 요소와 생활습관 요소를 모두 

보정하였을 때는 삶의 질의 비만에 대한 영향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이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앞선 연

구들에서 비교적 잘 증명이 되었으나, 역으로 건강관련 삶의 질이 비

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본 연구를 통해 단정지을 수 없었고, 이

는 비만의 위험도 평가 및 비만 예방, 관리에 있어 개별적, 다각적 접근

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건강관련 삶의 질을 이루는 5개의 영역 각

각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으며, 또한 이전 여러 연구에서 

제시하였듯 삶의 질과 비만의 연관성이 남성과 여성에서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주제에 대해 삶의 질 영역

별로, 그리고 성별에 따라 나누어 분석하는 등 추후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 주관적 체형인식, 1년간 체중조절 및 체중

변화여부는 비만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체중조절방법 각 항

목에서는 ‘식사량 감소’ 및 ‘단식’이 비만과의 연관성을 보였다. 미국 국

민건강영양조사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전체 성인의 64%가 체중감

량을 원하였지만 실제로 37%가 체중감량을 위해 노력하였다[22].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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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지만 이러한 노력에 비해 감량 및 유지율은 5-20%로 체중조절행위

율보다 낮았다[23]. 본 연구에서는, 자신을 비만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비만이 아닌 군에서 23%, 비만인 군에서 83%이었던 데에 반해, 실제로 

노력한 비율은 각각 31%, 58%로, 실제로 체중이 감소한 비율은 두 집

단에서 각각 13%, 12%로 나타나, 앞선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체중조

절 의지와 노력에 비해 체중감량에 도달한 비율이 적었다. 특히 이러

한 차이는 비만인 집단에서 더욱 도드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비만에서 

체중조절이 어려움을 알 수 있고, 그러므로 비만인 사람들을 대상으

로 한 효율적인 체중조절 중재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 체중이나 

BMI보다, 주관적 체형인식이 체중감량의지 및 체중조절행동과 더욱 

큰 연관성이 있음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2009

년 미국에서 6,91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 자신을 보통보다 

‘비만’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체중감량시도와 

강한 연관성이 있었다[24]. 미국에서 일반성인 16,720명을 대상으로 이

루어진 연구에서, 주관적 체형인식이 ‘보통보다 비만’인 그룹은 여성에

서 67배, 남성에서 32배 강한 체중감량의지를 갖고 있었으며, 체중감량

노력에 대한 교차비는 여성에서 3.7, 남성에서 2.8로 나타났다[22]. 또한 

주관적 체형인식과 더불어 의료인에 의한 과체중/비만진단 또한 체중

감량의지와 노력을 증가시킨다는 점이 보고되었다[22]. 따라서 자신의 

체형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비만에 대한 의료진의 진단 및 교육이 비

만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체중조절방법에 대해서는 각 항목과 비만과의 연관성을 보았을 때 

식사량 감소나 단식을 통해 체중감량을 시도하는 사람이 비만일 교차

비는 각각 1.30, 1.82로 나타났으나, 처방 외 임의 다이어트약 복용, 한

약 복용, 건강기능식품 복용, 원푸드 다이어트 등은 비만여부와 유의

한 상관관계는 없었다. 또한, 비만인 군과 비만이 아닌 군 모두에서 ‘식

사량 감소’가 체중조절행위로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었으며, 이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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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군 간 큰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없었다. 체중조절방법은, BMI 자체

보다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Wardle and Steptoe 

[25]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운동이나 건강한 

음식섭취를 더 하는 경향이 있고,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건강

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게 되고, 이런 태도는 건강하지 못한 체중감량 

행위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건강한 체중감량방법(운동이나 

식이조절로 감량 시도한 경우)과 건강하지 않은 체중감량방법(결식, 

단식, 원푸드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감량 시도한 경우)으로 

구분하여 사회적 요인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국내 연구에서,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과 건강한 체중감량 방법 사용 간 양의 관계가 관찰되었

다[26]. 따라서 주관적 체형인식, 1년간 체중조절 및 체중변화여부 및 

체중조절 방법과 비만과의 관련성을 검토한 본 연구결과는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우울증과 삶의 질이 비만 유병률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

인의 대표성을 띤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가장 최근 자료를 이용하였다

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단면연구설계로 인하여 명확한 인과관계를 

설명하기에 부족할 수 있고, 조사된 것 이외의 임상자료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우울증 유병여부’에 참여한 참여자 표본이 적었으

며, 우울증 환자들 중 ‘항우울제 복용여부’가 비만에 대해 혼란변수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우울증 및 스트레스에 관한 자료는 자가기

입 설문지를 통해 얻었으므로 정신건강에 관련한 실제 유병률이 정확

히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 삶의 질과 관련해서는 그에 밀접한 다양

한 비만관련 질병들을 전부 고려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비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학적, 사회경

제학적 특성들을 분석하였으며, 우울증여부가 비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통해, 비만에 관여하는 정신건강사회적 요소의 중요성을 뚜렷

이 보여주었다는 강점이 있다. 향후 우울증과 삶의 질이 비만에 어떻

게 영향을 주는지, 삶의 질 각 요소가 비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심층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한국인에서 우울증 및 스트레스, 삶의 질이 비만의 유병

률에 영향을 주었고, 체중관련 인식 및 체중조절 방법과 비만과 연관

성이 있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보건통계는 비만의 역학에 있어 우

울증 및 스트레스, 그리고 건강관련 삶의 질이 비만의 위험인자로 작

용함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비만 관리 및 예방에 정신사회

적 질개선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만에서 체중에 

대한 인식과 조절 방법에 대한 통계결과는 비만 관리 프로그램을 만

들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다. 향후 정신건강 및 

사회 문화적 요소를 고려한 비만 관리가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 그리고 성별에 따른 차이가 어떠할지에 대한 전향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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